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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Al : 알루미늄(Aluminum) 

AZO : 알루미늄 첨가 산화아연(Aluminum- 

doped Zinc Oxide) 

DEZ : 디에틸아연(Di-Ethyl-Zinc) 

ITO : 주석 첨가 산화인듐(Indium Tin Oxide) 

OTS : 옥타데실 삼염화실란(Octa decyl- 

TrichloroSilane) 

PEN :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 

Naphthalate) 

TMA : 트리메틸알루미늄(Tri-Methyl-Aluminum) 

TCO : 투명전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ve  

Oxide) 

ZnO : 산화아연(Zinc Oxide) 

1. 서 론 

차세대 전자부품들은 유리 기판과 같은 하드한 

(hard) 형태에서 유연성(flexible)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는 태

양전지도 유연성 형태로 급속히 발전될 것이다.(1,2) 

Key Words : Aluminum-Doped Zinc Oxide (AZO), Atomic Layer Deposition (ALD, 원자층 증착), Organic Solar Cell (유

기태양전지), Poly-Ethylene-Naphthalate (PEN),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 투명전도막) 

초록: AZO(Aluminium-doped Zinc Oxide)는 기존의 LCD, OLED, 광센서, 유기태양전지 등의 투명전극에 널리 

사용되는 ITO(Indium Tin Oxide)를 대체하기 위한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태양전지의 투명

전극으로 많이 사용되는 ITO를 대체하기 위해 원자층 증착(ALD) 공정의 저온 선택적 증착 특성을 이용하여 

유연성 폴리머인 PEN 기판상에 AZO 투명전극을 직접 패턴방식으로 제조하고, 그 투명전극의 구조적, 전기

적,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전기적, 광학적  특성 결과들로부터 원자층 증작공정의 저온 선택적 증착 특

성을 통해 형성된 AZO 투명전극의 유기태양전지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ZO (aluminum-doped zinc oxide) is one of the best candidate materials to replace ITO (indium tin oxide) for 

TCOs (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used in flat panel displays,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s), and organic solar 

cells (OSCs). In the present study, to apply an AZO thin film to the transparent electrode of an organic solar cell, a low-

temperature selective atomic layer deposition (ALD) process was adopted to deposit an AZO thin film on a flexible poly-

ethylene-naphthalate (PEN) substrate. The reactive gases for the ALD process were di-ethyl-zinc (DEZ) and tri-methyl-

aluminum (TMA) as precursors and H2O as an oxidant. The structural, electric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AZO thin 

film were evaluated. From the measured results of the electric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AZO thin films deposited on 

the PEN substrates by ALD, it was shown that the AZO thin film appeared to be comparable to a commercially used ITO thin 

film, which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AZO as a TCO for flexible organic solar cell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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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실리콘을 중심으로 한 무기물 태양전지

가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투명하고 

유연성을 띠는 장점으로 인하여 유기태양전지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3)  

한편, 투명 전도성 산화물(TCO, Transparent 

Conductive Oxide)은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우수한 광

투과율과 높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CD, OLED, 광센서, 유기태양전지 등의 opto-

electronics 및 photovoltaic 분야에서 투명전극으로의 

적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4,5) 이러한 TCO 

물질 중 하나인 ITO(Indium Tin Oxide, 주석 첨가 산

화인듐)는 낮은 전기비저항(2~4×10−4 Ω·cm),(6) 넓은 

밴드갭(3.5~4.3 eV),(7,8) 높은 광투과율, 화학적 안정성, 

뛰어난 기판과의 접착성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나 

태양전지에 응용되기 위한 투명전도막으로 널리 상

용화되어 있다.(9) 그러나 최근에 ITO 박막은 핵심 금

속인 인듐 (In)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과 고온 공정으로 인한 유연성 전극으로의 적용

이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어 이 ITO 를 대체하기 위

한 신소재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10) 

ITO 박막을 대체하기 위한 투명전도막으로 ZnO 

(Zinc Oxide)계 박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데, ZnO 박막은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특

성을 지님과 동시에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에 ITO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체적저항율을 갖

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lectron 

donor역할을 하는 III족 원소인 In, Al, Ga등을 도

핑한 ZnO 투명전도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특히, AZO(Aluminum-Doped Zinc Oxide)의 경우 

ZnO 에 도핑된 Al3+의 영향으로 높은 전하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우수하고 저온 증착

으로 인한 유연성 전극 형성이 가능하고 저렴하다

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특히 차세대 신재생 에

너지 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다. (11~17) 

한편 물리증착법(PVD)과 화학증착법(CVD)의 장점

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원자층 증착(ALD, Atomic 

Layer Deposition) 공정을 이용한 AZO 박막 제조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LD 공정은 원자층 단위로 

두께를 제어하여 나노 박막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 조절이 용이하여 복잡한 구조의 나노 소

자 제작에 응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ALD공정

에 기반한 AZO 투명전도막 연구들은 유리나 웨이퍼

와 같은 하드한 기판 상에서 거의 이루어져서 유연성 

투명전극으로의 직접적인 적용을 확신하기에 부족하

고, 또 기판 전체 면에 AZO 박막을 증착하여 후속으

로 식각(etching) 공정 등의 추가 공정이 필요한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18~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각  

공정이 불필요하도록 ALD 공정의 선택적 증착 특성 

을 이용하여 유연성 폴리머인 PEN(Poly-Ethylene-

Naphthalate) 기판 상에 AZO 투명전극 패턴을 직

접 형성하고, 유기태양전지의 투명전극으로의 응

용을 위한 투명전도막의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1 은 본 연구에서 AZO 투명전도막을 증착

하기 위해 사용한 기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기판은 전체 크기 60 × 60 mm 의 PEN 필름이며 

ALD 공정전에 hot embossed 공정을 가하여 2 µm 

높이의 뱅크구조형으로 성형하였다. 그림에서 채

색된 바닥면 부분에만 ALD 공정의 선택적 증착 

특성을 이용하여 AZO 투명전도막을 증착하게 된

이다. 이 선택적 증착 특성은 원자층 단위로 박막

을 형성하는 ALD 공정이 친수성 (hydrophilic) 기 

판에만 박막을 증착하고 소수성(hydrophobic) 기판

에는 증착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AZO 투명전도막 증착을 위한 실험 순서를 Fig. 2

에 도시하였다. 유연성 기판인 PEN 기판 상에 소수

성 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스핀 코팅기를 이용하여 

소수성 물질인 OTS (Octa decyl-trichlorosilane)를 기판 

전체에 도포하였다. 그리고 이 소수성 도포막 표면

에 Fig. 1(a)의 창문 형상의 쉐도우 마스크 (shadow 

mask)를 설치한 후, UV 조사기로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외선이 조사된 부분을 친수성 막으로 변화시켰다. 

그 후 ALD 공정을 통하여 친수성 막으로 도포된 부

분에 AZO 투명전도막이 증착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D 실험장비의 개략도를 

Fig. 3 에 도시하였고, 실험조건을 Table 1 에 정리

하였다. 기판의 증착온도는 130 oC 로 일정하게 유

지하였고, ALD 공정 사이클을 (ZnO 40 cycles + 

Al2O3 1 cycle) × 6 full cycles 로 조절하여 1.2 

atomic % Al의 도핑률로 50 nm 두께의 나노 박막

을 형성하였다. 아연(Zn)의 소스물질로 DEZ (Di-

Ethyl-Zinc)를, 알루미늄(Al)의 소스물질로 TMA 

(Tri-Methyl-Aluminum)를 전구체로 하고, H2O 를산

화제(oxidant)로, 질소(N2)를 carrier gas 로 사용하였

다. 사이클 시간은 DEZ, TMA, H2O 의 펄스시간

(pulse time)을 각각 0.1 초로, 질소에 의한 퍼지시

간(purge time)을 20 초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ALD 

공정순서를 Fig. 4에 구체적으로 도시하였다. 이는 

Fig. 3의 MFC를 통해 기체의 유량을 정밀 제어함

으로써 달성하였고 Fig. 4 의 각 가스유량 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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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150 sccm(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s)

의 질소가스와 50 sccm 의 해당 전구체(혹은 산화

제) 가스로 구성되도록 하고, 퍼지시간에는 200 

sccm 의 질소가 흐르도록 하여 항상 일정한 200 

sccm 의 기체가 ALD 반응기로 공급되도록 하였다. 

상기의 모든 공정들은 class 100 의 초청정 클린룸

에서 수행하였다. 

상기의 방법으로 증착된 AZO 투명전도막의 선

택적  증착  특성을  XPS (X-ray Photoelec tron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AZO 

 

 

 
Spectrometer)를 통해 분석하였고, 표면 형상 및 투

명전도막의 박막 두께는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UV-visible spectrophotometer와 4-point probe를 이용

하여 증착된 투명전도막의 광투과율 및 면저항

(sheet resistance)을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검토 

ALD 의 선택적 증착 특성을 통하여 기판의 특

정 부위에만 AZO 투명전도막이 독립적으로 증착

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XPS 장비를 이용하

여 PEN 필름을 분석하였고, 그 측정결과를 Fig. 5

에 도시하였다.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AZO 투

명전도막이 형성된 B 부분에서 아연(Zn)에 해당하

는 binding energy 부분에서 피크가 존재함을 알 수  

Substrate size 60 × 60 mm 

Deposition temperature 130 oC 

Deposition pressure 0.5 Torr 

DEZ, TMA, H2O 

pulse/purge time 

0.1s pulse / 20s purge 

(purge gas: nitrogen) 

Number of sub-cycle 246 

Deposition thickness 50 nm 

Precursor temperature 10 oC for TMA and DEZ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present experimental 
apparatus for ALD processing of AZO thin film 

 

 

Fig. 2 Experimental procedure 

Fig. 1 Schematic of the present banked substrate: (a) Top 
view and (b)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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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채색된 PEN 기판 부분에만 ALD 의 

선택적 증착 특성을 통하여 AZO 투명전도막이 

성공적으로 증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명전도막을 제작함에 있어 ALD 공정을 사

용할 경우, 유기태양전지의 제작 공정에서 식각 

공정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ZO 투명전도막의 내부 형상 및 박막 두께를 

검사하기 위하여 TEM 을 이용하였고, 그 측정 결

과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Fig. 6 의 좌측 그림은 

투명전도막의 내부 형상을 촬영한 사진이고, 우측 

그림은 투명전도막의 박막 두께를 측정한 사진이

다. 좌측 그림으로부터 투명전도막이 전체적으로 

큰 결정립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정립이 큰 투명전도막은 미세 결 

 

정립에 비해 결정립계가 차지하는 면적이 작기 때

문에 투과하는 빛에 대한 간섭이 줄어들어 더 우

수한 광학적 특성을 보이는 장점이 있다(11). 또한 

우측 그림을 통해 사전 계산된 ALD 사이클 수에 

따라 박막의 두께가 정확하게 50 nm 로 제어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ALD 공정을 이용하

여 투명전도막을 제조할 때 박막의 두께를 원하는

대로 정확히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 은 PEN 기판상에 증착된 50 nm 두께의 

AZO 투명전도막의 광투과율 측정 결과를 나타낸

다. 파장 400~700 nm 의 가시광 영역에서 평균 

92.6 %의 광투과율을 보이고 있어 우수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파장이 550 nm보다 큰 영역에

서의 광투과율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시광 영

역에서 기존 AZO 투명전도막의 광투과율이 전반

적으로 8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광투과율이 5~10% 정도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논문의 50 nm 의 AZO 투명전도

막의 두께가 기존 연구의 박막 두께 100~200 nm

보다 얇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또한 상용화된 

150 nm 두께의 ITO 박막의 평균 88%와 비교해보

면 본 연구의 AZO 의 광투과율이 조금 높게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4-point probe를 사용하여 PEN 필름 상

에 다양한 두께로 증착된 AZO 투명전도막의 면

저항(sheet resistance)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AZO 투명전도막의 두께가 증가함 

Fig. 7 Transmittance of AZO film with 50 nm thickness 
deposited on PEN substrate 

 

 

Fig. 6 TEM images of AZO film 
 

Fig. 5 The schematic of the fabricated substrate and 
XPS results 

 

Fig. 4 ALD sequenti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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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투명전도막의 면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AZO 박막 두께가 300 nm

에서 약 100 Ω /square 수준의 면저항이 얻어지고 

있어 상용화된 150 nm 두께의 ITO 박막의 면저항

인 50 Ω /square 에 맞추기 위해서는 AZO 박막의 

두께를 더욱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본 연구의 Al

의 도핑률 1.2 atomic % Al 을 더욱 증가시켜야 한

다. 그러나 박막 두께 및 Al 도핑률의 증가는 광

투과율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

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기판 공

정온도 및 Al 도핑률 변경을 통한 AZO 박막의 

면저항 및 광투과율 특성 변화를 살피는 추가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기태양전지의 투명전극으로 널

리 사용되는 ITO 를 대체하기 위해 원자층 증착공

정의 저온 선택적 증착 특성을 이용하여 유연성 

PEN 기판에 공정온도 130 oC 에서 AZO 투명전도

막을 직접 패턴으로 제조하고, 그 투명전도막의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찰하였다. 

(1) 본 연구에서 ALD 공정의 저온 선택적 증착 

특성을 통해 형성된 AZO 투명전도막은 ITO 박막

을 대신하여 유연성 태양전지용 투명전극으로의 

적용가능성을 광투과율, 면저항 실험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2) ALD 공정의 저온 선택적 증착 특성을 이용

하여 AZO 투명전도막을 유연성 기판 상에 선택

적으로 패터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유기태양전지 제작 공정

에서 식각 공정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50 nm 두께의 AZO 투명전도막은 파장

400~700 nm의 가시광 영역에서 평균 92.6 %의 광

투과율을 나타내어 상용화된 150 nm 두께의 ITO

박막의 평균 88%보다 조금 우수한 광투과율 특성

을 보여주었다. 이는 박막 두께가 얇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4) AZO 투명전도막의 박막 두께가 증가됨에 따

라 면저항이 감소하였고 150 nm 두께의 ITO 박막

의 면저항 50 Ω /square 수준을 얻기 위해서는 300 

nm 보다 더욱 두꺼워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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