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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has relatively high technical standard and experimental skill. The fabrication of TCO film with high

transparency, low resistance and low chromaticity require exact control of several competing factors. This paper has resolved

these problems reasonably well, thus recommended for publication. Indium tin oxide(ITO) thin films were by D.C. magnetron

roll-to-roll sputter system utilizing ITO and SiO2 targets of ITO and SiO2. In this experiment, the effect of D.C. power, winding

speed, and oxygen flow rate on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ITO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from the view point of

sheet resistance, transmittance, and chromaticity(b*). The deposition of SiO2 was performed with RF power of 400W, Ar gas

of 50 sccm and the deposition of ITO, DC power of 600W, Ar gas of 50 sccm, O2 gas of 0.2 sccm, and winding speed of 0.56 m/

min. High quality ITO thin films without SiO2 layer had chromaticity of 2.87, sheet resistivity of 400 ohm/square, and trans-

mittance of 88% and SiO2-doped ITO Thin film with chromaticity of 2.01, sheet resistivity of 709 ohm/square, and transmittance

of more than 90% were obtained. As a result, SiO2 was coated on PET before deposition of ITO, their chromaticity(b*) and

transmittance were better than previous results of ITO films. These results show that coating of SiO2 induced arising

chromaticity(b*) and transmittance. If the thickness of SiO2 is controlled, sheet resistance value of ITO film will be expected to

be better for touch screen. A four point probe and spectrophotometer are used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ITO thin films. 

Key words indium tin oxide (ITO), roll-to-roll sputter, chromaticity (b*), transmittance, ITO thin film.

1. 서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LCD (liquid crystal display), PDP (plasma display panel)

뿐 아니라 OLED (organic lighting emitting devices), 터

치스크린 등에 사용되어지는 투명전도막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4)

터치스크린에 사용되기 위한 투명전극 소재는 우수한 광

학적, 전기적 특성을 요한다. 따라서, 가시광 영역 (550 nm)

에서 85% 이상의 투과율과 400(± 40) ohm/square의 면

저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반적 재료로는 ZnO, SnO2,

In2O3 등으로 그중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광투과율과 낮

은 면저항을 보이는 ITO 박막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

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기판의 허용온도가

150oC 이내인 고분자 플렉시블 기판인 PET (polyethylene-

naphthelate)와 PC(polycarbonate) 등을 사용하여 저온의

성막 공정으로도 고품위 ITO 박막을 얻을 수 있다는 결

과가 나오고 있다.4-8) 최근 터치스크린으로 이루어진 디

스플레이 소자 분야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소형화, 경량

화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디

스플레이 기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한 터치스크린 패널에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ITO 전극은

화학적, 열적 안정성이 높으며 투과성과 전도성 또한 우

수한 투명전극재료이다. 이러한 ITO 박막의 고품질화 추

세에 따라 색도(chromaticity), 그 가운데서도 b* 값이 중

요한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ITO 박막 제조에 있

어 국내 기술 수준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투과율 약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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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저항 400(± 40) ohm/square이며, b* 값은 약 3.6으로

yellow 색도를 띠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yellow 보다 눈

의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시인성을 높이는 blue 색도를

띠는 ITO 박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C. 마그네트론 롤투롤 스퍼터를

사용하여 제작한 ITO 박막과 SiO2를 증착한 후 ITO 박

막을 제작하였으며, 박막 증착 시 인가 전력(D.C. power),

와인딩 속도 및 산소 유량의 변화가 ITO 박막의 면저

항, 투과율 및 색도(b*)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연구하

였다. 산화물 층인 SiO2를 증착한 경우 ITO 박막이 투

명해지고 투과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SiO2를 증

착한 경우 PET 표면을 매끄럽게 해줌으로 인하여 ITO

를 올릴 경우 증착력이 우수해져, 150oC 열처리시에 변

형이 되지 않으므로 내열성과 내구성이 좋아지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열처리에 따른 박막의 특성 변화

를 측정하여 고품질 ITO 박막에 대한 최적화 조건을 밝

히고, 이를 통하여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ITO 박막의 고

품질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터치스크린의 핵심소재인 ITO 박막을 제작하기 위하여

D.C. magnetron Roll-to-Roll 스퍼터 장비를 사용하였다.

챔버 내부에는 고분자 PET 필름이 감겨있는 롤을 장착

하여 풀고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 unwinder와 rewinder,

guide roller, center dru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200 mm × 60 m의 고분자 기판 장착이 가능하다. 로터리 펌

프(rotary pump)와 터보 분자 펌프(turbo molecule pump)

를 사용하여, 6 × 10−6 torr의 진공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 플라즈마 발생 및 반응성 기체인 Ar과 O2 가스는

99.999%의 초고순도를 사용하였으며, 전용 MFC (mass

flow controller)를 장착하여 각각 1 sccm, 0.1 scc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ITO 타겟(250 × 100 × 6 mm)은 In2O3

95 wt% : SnO2 5 wt%의 조성을 가지는 소결된 세라믹 타

겟과 SiO2 타겟이며, 타겟 양측에 실드(shield)를 설치하여

스퍼터링 된 입자들의 확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또

한 기판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장력 조절 장치, 진

공 건조를 위한 할로겐 히터 및 최대 1kW 공급이 가능

한 D.C. 전원 공급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히가시야마(Japan) 社의 188 µm 두께의 PET (polyethylen

terephthalate) 필름을 175 mm × 60 m로 slitting하여 사용

하였으며, 다른 세정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PET 필름 표

면 검사 후, 할로겐 히터를 가동하여 120oC에서 진공 건

조를 실시하였다. 0.2 m/min의 와인딩 속도로 7-8회에 걸

쳐 충분히 아웃-개싱을 한 후, 챔버의 초기 진공도가 3 ×

10−5 torr에 도달하면 Ar, O2 가스를 유입시켰다. 가스 유

입 후, 타겟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플라즈마를 안정

시키기 위하여 10분간 예비 스퍼터를 실시하였다. ITO 박

막은 Table 1, 2에 증착 조건과 증착 순서를 나타내었다.

또한, 0.2 m/min의 와인딩 속도로 7-8회에 걸쳐 충분히

아웃-개싱을 한 후, 챔버의 초기 진공도 1.8-2.0 × 10−5 torr

에 도달하면 R.F power 400W, Ar 가스 200 sccm을 유입

후, 0.1 m/min의 와인딩 속도로 SiO2를 3회 증착한 후,

Table 3의 증착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상온에서 증착된 ITO 박막에 열처리 공정을 추가하여 박

막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열처리는 드

라이 오븐(JS research, JSOF-250T)을 사용하였으며, 150oC,

1hr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ITO 박막의 면저항은 four point

probe (samsung coning, digital milli-ohm meter)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투과율 및 색도(b*)는 광학색차계

Table 1. Deposition conditions. 

deposition parameters sputtering conditions

pressure
base pressure 1 × 10−5 Torr

working pressure 3 × 10−3 Torr

D.C. power 500~700 W

winding speed 0.40~0.56 m/min

gas flow 

rate

Ar flow rate 50 sccm

O2 flow rate 0~2.0 sccm

target In2O3 95 wt% : SnO2 5 wt%

target to substrate distance 100 mm

substrate PET (180 µm)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Table 2. Deposition Procedure. 

D.C. power winding speed O2 flow rate

500 W 0.40 m/min 0~2.0 sccm (0.2 unit)

600 W 0.40 m/min 0~2.0 sccm (0.2 unit)

700 W 0.40 m/min 0~2.0 sccm (0.2 unit)

600 W 0.48 m/min 0~2.0 sccm (0.2 unit)

600 W 0.52 m/min 0~2.0 sccm (0.2 unit)

600 W 0.56 m/min 0~2.0 sccm (0.2 unit)

Table 3. Deposition Procedure. 

D.C. power winding speed O2 flow rate

600 W 0.48 m/min 0.6~1.6 sccm (0.2 unit)

600 W 0.56 m/min 0.6~1.6 sccm (0.2 unit)

600 W 0.64 m/min 0.6~1.6 sccm (0.2 unit)

600 W 0.72 m/min 0.6~1.6 sccm (0.2 unit)

600 W 0.80 m/min 0.6~1.6 sccm (0.2 unit)

600 W 0.86 m/min 0.6~1.6 sccm (0.2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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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denshoku 400)를 사용하여 550 nm 가시광 영역

에서 ITO 박막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ITO 박막의 특성

3.1.1 ITO 박막의 면저항

Fig. 1(a)는 와인딩 속도 0.4 m/min으로 고정하고, 산소

유량을 0.2 sccm 단위로 변화 하면서 증착시킨 ITO 박막

의 면저항(sheet resistance)을 인가 전력의 변화에 따라 나

타내었다. 산소 유량 및 인가 전력을 증가함에 따라 면

저항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산소 유량 1.4 sccm을 기

점으로 증가하였다. 인가 전력 700 W, 산소 유량 1.4 sccm

에서 201 ohm/square의 가장 낮은 면저항을 확인할 수 있

었다.

ITO 박막의 면저항은 조성을 결정짓는 산소 유량과 두

께를 결정짓는 인가 전력 및 와인딩 속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받는다. 산소 유량이 증가할수록 진공으로 인한 산

소의 결핍이 해소되므로 박막의 화학양론적 조성이 맞춰

지게 되어 면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면저항이 감소하게 되는데, 인가 전력이 증가

할수록 ITO 박막의 증착률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띤다. 이는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타겟에 전달되는 에

너지가 커지고, 그 결과 타겟으로부터 보다 많은 입자들

이 스퍼터되어 기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9) 또한 50 nm

이하의 두께에서는 비정질 형태로 성막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10) 본 연구에서 증착되는 ITO 박막의 두께는

20 nm 내외로, 이는 ITO 박막의 면저항이 결정성 증가에

의한 영향보다 두께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Fig. 1(b)는 1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면저항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시 산소의 유입으로 인

하여, 산소 결핍이 발생하였던 산소 유량 0-1.2 sccm 구

간의 면저항이 감소하였으며, 산소 유량 0.6-1.2 sccm을 기

점으로 증가하였다. 인가 전력이 증가할수록 높은 산소 유

량에서 면저항의 변환이 나타났으며,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a)는 인가 전력 600 W로 고정하고, 산소 유량을

0.2 sccm 단위로 변화 하면서 증착시킨 ITO 박막의 면저

항을 와인딩 속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산소 유량

을 증가함에 따라 면저항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산

소 유량 1.4 sccm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와인딩 속도를 증가함에 따라 면저항이 증가하였으며, 이

는 박막의 두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와인딩

속도 0.48 m/min, 산소 유량 1.4 sccm에서 320 ohm/square

의 가장 낮은 면저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는 1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면저항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시 산소 유량 0-1.4 sccm

구간의 면저항이 감소하였으며, 산소 유량 1.4 sccm을 기

점으로 증가하였다. 와인딩 속도의 변화에 따른 면저항의

경향은 열처리 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2 ITO 박막의 투과율

Fig. 3(a)는 와인딩 속도 0.4 m/min으로 고정하고, 산소

유량을 0.2 sccm 단위로 변화 하면서 증착시킨 ITO 박막

의 투과율(transmittance)을 인가 전력의 변화에 따라 나타

내었다. 산소 유량을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이 증가하였으

며, 산소 유량 1.4-1.6 sccm 구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

인가 전력을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이 감소하였으며, 인가

Fig. 1. Sheet resistance of ITO thin film deposited at various D.C.

power and O2 flow rate; (a) before heat treatment and (b) after heat

treatment. 

Fig. 2. Sheet resistance of ITO thin film deposited at various

winding speed and O2 flow rate; (a) before heat treatment and (b)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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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500 W, 와인딩 속도 0.4 m/min, 산소 유량 1.6 sccm

에서 88.71%의 가장 높은 투과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b)는 1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시 산소의 산화반응으

로 인하여, 산소 결핍이 발생하였던 산소 유량 0-1.0 sccm

구간의 투과율이 증가하였으며, 산소 과잉이 발생하였던

산소 유량 1.2-2.0 sccm 구간의 투과율은 감소하였다. 이

는 산소의 과잉 공급이 오히려 박막의 구조적 결함을 발

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와인딩 속도의 변화에 따른 면

저항의 경향은 열처리 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a)는 인가 전력 600 W로 고정하고, 산소 유량을

0.2 sccm 단위로 변화 하면서 증착시킨 ITO 박막의 투과

율을 와인딩 속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산소 유량을 증가

함에 따라 투과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소 유량

1.6 sccm을 기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와인딩 속도를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와인딩 속도

에 의해 기판이 빠르게 지나가게 되어 증착된 박막의 두

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인가 전력 600 W, 와

인딩 속도 0.56 m/min, 산소 유량 2.0 sccm에서 89.35%의

가장 높은 투과율을 확인하였으며, 인가 전력 600 W 조

건에서 산소 유량 1.6 sccm 이후 88.9% 이상의 높은 투

과율을 나타내었다.

Fig. 4(b)는 1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시 산소 유량 0-1.6

sccm 구간의 투과율이 열처리 전보다 증가하였으며, 산소

유량 1.6 sccm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 인가 전력 및 와

인딩 속도의 변화에 따른 투과율의 경향은 열처리 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3 ITO 박막의 색도(b*)

Fig. 5(a)는 와인딩 속도 0.4 m/min으로 고정하고, 산소

유량을 0.2 sccm 단위로 변화 하면서 증착시킨 ITO 박막

의 색도(b*)를 인가 전력의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산

소 유량을 증가함에 따라 색도(b*)가 점차적으로 감소하

였으며, 산소 유량 1.4 sccm을 기점으로 색도(b*)가 증가

하였다. 인가 전력을 증가함에 따라 색도(b*)가 증가하였

으며, 인가 전력 700 W, 산소 유량 1.4 sccm에서 3.08의

가장 낮은 색도(b*)를 나타내었다. 색도의 경우 또한 면

저항 및 투과율과 같이 ITO 박막의 조성 및 두께에 가

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Chromaticity of ITO thin film deposited at various D.C.

power and O2 flow rate; (a) before heat treatment and (b) after heat

treatment.

Fig. 3. Transmittance of ITO thin film deposited at various D.C.

power and O2 flow rate; (a) before heat treatment and (b) after heat

treatment.

Fig. 4. Transmittance of ITO thin film deposited at various winding

speed and O2 flow rate; (a) before heat treatment and (b)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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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b)는 1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색도(b*)를 나타내었다. 열처리 시 산소 결핍이 발

생하였던 산소 유량 0-0.8 sccm 구간의 색도(b*)는 열처

리 전보다 감소하였으며, 산소 과잉이 발생하였던 0.8-

2.0 sccm 구간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가 전력의 변

화에 따른 색도(b*)의 경향은 열처리 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a)는 인가 전력 600 W로 고정하고, 산소 유량을

0.2 sccm 단위로 변화 하면서 증착시킨 ITO 박막의 색도

(b*)를 와인딩 속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산소 유량을 증

가함에 따라 색도(b*)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산소 유

량 1.4 sccm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와인딩 속도를 증가

함에 따라 ITO 박막의 두께가 얇아져 색도(b*)가 감소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와인딩 속도 0.56 m/min,

산소 유량 1.4 sccm에서 2.83의 가장 낮은 색도(b*)를 나

타내었다.

Fig. 6(b)는 1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색도(b*)를 나타내었다. 열처리 시 산소 유량 0-1.2

sccm 구간의 색도(b*)는 열처리 전보다 감소하였으며, 산

소 유량 1.2 sccm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와인딩 속도

변화에 따른 색도(b*)의 경향은 열처리 전과 동일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SiO2-ITO 박막의 특성

3.2.1 SiO2-ITO 박막의 면저항

제조된 SiO2-ITO 박막의 면저항은 Fig. 7(a)에서 보듯

이 기존의 ITO 박막과 데이터 값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iO2 증착 후, Ar 가스 유량을 50 sccm으로

유지 시키고 인가전력을 600 W로 하였다. 이때 산소 가

스 유량만은 0.6-1.6 sccm으로 변화하여 유입 시켰다. 이

것은 ITO 박막 제조 시 면저항, 투과율, 색도 값을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데이터 값으로부터 산출된 근거로 하여

실험하였다. 인가전력 600 W로 고정하고, 와인딩 속도의

변화에 따라 산소 유량을 0.2 sccm 단위로 변화 하면서

증착시킨 ITO 박막의 면저항을 나타내었다. 와인딩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면저항이 점차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는

ITO 필름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으로 이 역시 ITO 박막의

두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산소

유량 1.2 sccm 일때 다른 산소 유량보다 낮은 성향을 보

이고, 와인딩 속도 0.48 m/min 일 때, 264 ohm/square의

가장 좋은 면저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b)는 1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면저항을 나타내었다. 이 역시 산소 유량 0.8 sccm

일때 변화 폭이 가장 작으며 변화 폭이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은 산소 유량 0.6 sccm 일때 이다. 이는 산소 결

핍과 두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0.8-

1.2 sccm 일때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안정적인

결정성을 형성하여 산소결핍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면저항은 산소 유량 0.8 sccm, 0.48 m/min 일때

Fig. 6. Chromaticity of ITO thin film deposited at various winding

speed and O2 flow rate; (a) before heat treatment and (b) after heat

treatment.

Fig. 7. Sheet resistance of SiO2-ITO thin film deposited at various

winding speed and O2 flow rate; (a) before heat treatment and (b)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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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ohm/square로 나타났다.

3.2.2 SiO2-ITO 박막의 투과율

Fig. 8(a)는 SiO2-ITO 박막의 투과율을 나타내는 그래

프로 상당히 좋은 값을 나타낸다. SiO2 증착 후, 인가 전

력 600 W로 고정하고, 와인딩 속도에 따라 증착시킨 ITO

박막의 투과율을 산소 유량을 0.2 sccm 단위 변화에 따

라 나타내었다. 산소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이 점

차적으로 증가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85% 이상의 투과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소 유량 1.4 sccm, 와인딩 속도

0.86 m/min 일때 90.95%로 가장 좋은 투과율을 보였다.

속도가 높을수록 ITO 박막의 증착 층이 얇아 PET 필름

과 SiO2의 원래 투과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높은 투과

율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8(b)는 1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투과율이며, 와인딩 속도 0.64 m/min 일때 모든 산

소 유량에서 변화를 나태낸다. 이는 산화반응으로 인하

여 산소결핍부분이 산화물 형태로 변하여 투과율이 낮아

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화반응이 많을수록 검은색 형

태를 띄게 되어 투과율 뿐만 아니라 색도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소 유량 1.2 sccm, 와인딩 속도

0.86 m/min 일때 투과율 90.53%로 나타나며 내열성 테스

트 전과 변화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 SiO2-ITO 박막의 색도(b*)

Fig. 9(a)는 제조된 SiO2-ITO 박막의 색도 값을 나타낸

것으로 산소 유량으로는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와인딩 속도에 의하여 그 변화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공정조건은 SiO2 증착 후, 인가 전력 600 W,

와인딩 속도 0.86 m/min, 산소 유량 1.0 sccm에서 2.09의

가장 좋은 색도(b*)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와인딩 속

도가 빠를수록 PET 필름과 SiO2 박막이 가지는 원래의

b* 값에 가까워져 낮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9(b)는 1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색도(b*)를 나타내었다. 와인딩 속도가 0.64 m/min 일

때 변화를 가지는데 이는 산소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으

로 사료된다. 와인딩 속도 0.86 m/min, 산소 유량 0.8 sccm

Fig. 8. Transmittance of SiO2-ITO thin film deposited at various

winding speed and O2 flow rate; (a) before heat treatment and (b)

after heat treatment.

Fig. 9. Chromaticity of SiO2-ITO thin film deposited at various

winding speed and O2 flow rate; (a) before heat treatment and (b)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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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29의 가장 좋은 색도(b*)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내열설 테스트 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b* 값이 상

승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산소와의 반응을 통하여 산

화가 진행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D.C. 마그네트론 롤투롤 스퍼터를 이용하여

D.C. power, 와인딩 속도, 산소 유량을 공정 변수로 하

여 다양한 조건에서 PET 필름상에 ITO 박막을 제작하

고, 증착된 ITO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 조건을 제시하려 하였다. 

인가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과 투과도는 감소하고

색도(b*)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가

전력의 증가에 따른 박막의 두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가 전력 700 W이상인 경우 와인딩 속도가 감

속되더라도 면저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iO2를 증착한 후 ITO 박막을 제작한 경우에는

앞선 실험에서 전체적으로 면저항, 색도, 투과도가 600 W

인 경우가 우수하여 이를 인가 전력 값으로 고정하여 실

험하였다.

와인딩 속도는 인가 전력과 함께 박막의 두께를 조절

하는 또 다른 변수로서 와인딩 속도가 증가 할수록 저항

과 투과도는 증가하고 색도(b*)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iO2를 증착한 후 ITO 박막을 제작한 경

우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인가 전력, Ar gas, O2 gas, winding speed로

이 두 가지의 필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을 경우 SiO2를

증착시킨 필름이 더 좋은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몇 가지의 공정변수를 통하여 더욱 좋은 품질의

ITO 박막 필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사

료된다. Fig. 10(a), (b), (c) ITO 박막과 SiO2-ITO 박막의

가장 좋은 데이터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산소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면저항 및 색도(b*)는 산소

유량 1.4 sccm 부근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투과율은 산

소 유량 1.2-1.4 sccm 부근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서 ITO 박막을 제작함에 있어 산소 유량 1.2-1.4 sccm 부

근이 가장 적절한 산소 유량이라 사료된다. 

ITO 박막을 제작함에 있어 가장 우수한 조건은 인가 전

력 600 W, 와인딩 속도 0.56 m/min, 산소 유량 1.4 sccm

의 공정이었으며, 이 때 면저항 416 ohm/square, 투과율

88.73%, 색도(b*) 2.83의 특성을 가지는 ITO 박막을 제작

하였다. 또한, SiO2를 증착한 후 ITO 박막을 제작한 경우

가장 우수한 조건은 와인딩 속도 0.86 m/min (D.C power

600W), 산소 유량 1.0 sccm의 공정이었으며, 이때 면저항

706 ohm/square, 투과율 90.68%, 색도(b*) 2.09의 특성을

가지는 ITO 박막을 제작하였다. 또한 내열성 테스트 후 색

도는 2.44까지 올라갔으나, 투과도 90% 이상, 면저항

569 ohm/square으로 면저항은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처리후는 기존 ITO 박막의 면저항 400 ohm/

square, 투과율 86%, 색도(b*) 3.60인 것을 감안할 경우 이

Fig. 10. (a)Surface resistance, (b) Chromaticity (c) Transmittance

of ITO thin film and SiO2-ITO thin film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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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며, ITO

박막의 고품질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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