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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DC 마그네트론 스퍼터로 제조한 NiInZnO/Ag/NiInZnO 다층박막의 

Ag 금속 삽입층 두께 변화에 따른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iInZnO/Ag/NiInZnO Multilayer Thin Films Deposited 

by RF/DC Magnetron Sputter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Ag Inser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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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Ho Kim · Eun-Mi Kim · Gi-Seok Heo · In-Seon Yeo)

Abstract -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 films, showing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good conductivity and high 

transparency, are of considerable research interest because of their potential for use in opto-electronic applications, such as 

smart window, photovoltaic cells and flat panel displays. Multilayer transparent electrodes, having a much lower electrical 

resistance than widely-used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electrodes, were prepared by using RF/DC magnetron sputtering 

system. The multilayer structure consisted of three layers, [NiInZnO(NIZO)/Ag/NIZO]. The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multilayered NIZO/Ag/NIZO structure wer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thickness of each layer. The optic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multilayer structures have been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the Ag and NIZO film thickness. 

High-quality transparent conductive films have been obtained, with sheet resistance of 9.8 Ω/sq for Ag film thickness of 8 

nm. Also the multilayer films of inserted Ag 8 nm thickness showed a high optical transmittance above 93% in the visible 

range.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new multilayer films were mainly dependent on the thickness of Ag 

inser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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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투명 전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ve Oxides)은 1907

년도에 Badeker가 스퍼터링 한 카드뮴을 산화시켜 제조한 투명 

전도성 CdO 박막을 보고한 이후 그 기술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가시광 영역에서 투과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높은 전기 전도도

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이다[1]. 이러한 투명 전도성 산화물은 

평판 디스플레이나 태양전지와 같은 광전자소자, 핸드폰 등에 쓰

이는 터치패널, 스마트 윈도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명 전도성 산화물 중 ITO(Indium Tin Oxide)는 높은 투과

도와 함께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투명 전도성 산화물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ITO의 원료 물질인 인듐의 희소성

에 의한 높은 가격과 소자 열화로 인한 특성 변화 등의 문제점

으로 인하여 대체 물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투명 전도성 산화물 재료로서 산화아연(Zinc Oxide) 기반에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불순물을 도핑 시킨 금속 산화물 반도

체가 연구되고 있는데 상온에서 단일막으로 제작할 경우 높은 저

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속 

산화물 전도막 사이에 은을 얇게 삽입한 구조의 다층 투명 전극

을 제작하였다. 

Oxide/metal/oxide 구조에서 매우 얇은 금속박막은 가시광 영

역의 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우수한 광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금속

의 낮은 저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3]. 기존의 ITO 

투명전극과 달리 별도의 열처리 공정이 필요 없으며 고가인 인듐

의 함량을 줄인 투명전극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oxide/metal/ 

oxide 구조에서 얇은 금속층을 삽입했을 때 반사 억제(Anti- 

reflection) 효과로 인하여 특정 파장 대역에서 광 투과도가 높은 

현상을 보인다[4]. 

반사 억제 효과를 일으키는 금속으로는 Ag, Au, Cu, Al 등이 

있는데 그중 Ag가 모든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무색을 띠는 특성을 지닌다[5]. 뿐만 아니라 비저항이 매우 

낮기 때문에 Ag를 삽입한 다층 박막은 투명 전극 분야 연구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기존에 Ag를 삽입한 다층 박막에 대한 

연구는 Al 또는 Ga이 도핑된 ZnO 박막을 이용하여 결정질에 따

른 grain boundary, roughness, defect 등으로 Ag 층 형성에 영

향을 주었다. 하지만 비정질 박막을 이용할 경우 결정질 박막일 

때보다 Ag 층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더 얇은 두께에서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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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F/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법의 실험 조건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RF/DC magnetron sputtering

Component NIZO, Ag

RF power (NIZO) 300 W

DC power (Ag) 200 W

Substrate
Non alkali glass 

(200 × 200 mm)

Temperature Room temp. (℃)

Ar gas flow 90 sccm

Base pressure 2 × 10-6 mTorr

Working pressure 0.17 Pa

NIZO film thickness 

(bottom/top)
100 nm / 38~44 nm

Ag film thickness 6~12 nm

그림 1 NIZO/Ag/NIZO 다층 박막의 XRD 패턴 그래프

Fig. 1 The graph of XRD patterns of NIZO/Ag/NIZO 

multilayer thin-films

그림 2 NIZO/Ag/NIZO 다층 박막의 FE-SEM 단면 이미지

Fig. 2 FE-SEM cross-section image of NIZO/Ag/NIZO 

multilayer thin-films

은 투과율 및 좋은 전기 전도도를 갖는 투명 전극을 제작할 수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으로 비정질 특성을 지닌 산화물 

반도체인 NIZO와 Ag 금속 삽입층을 이용하여 다층박막을 제작하

였고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평가를 통해 투명 디스플레이

나 스마트윈도우에 요구되는 투명전극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박막 형성

본 실험에서는 RF/DC magnetron sputtering system (Selcos 

Sputter-01)을 이용하여, 200 mm × 200 mm 크기의 무알칼리 

유리(Non-alkali glass) 기판 위에 NIZO/Ag/NIZO 다층 박막을 

증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타겟은 NIZO[In2O3 : ZnO : NiO=73.8

: 15.7 : 10.5 at.%] 8인치 타겟과 Ag [99.9%, high purity] 8인

치 타겟을 사용하였다. 

먼저, 박막 증착 전 유리 기판 표면의 유/무기물 제거를 위하

여 soap bath에서 1800초, QDR(quick drain rinse)에서 300초 

세정 후 SRD(spin rinse dryer)를 사용하여 전처리 공정을 진행

하였다. 마지막으로 80 ℃ 오븐에서 30분 동안 열처리 과정을 통

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NIZO와 Ag 박막 모두 상온에서 

증착하였으며, 챔버 내의 압력을 2 × 10-6 mTorr 이하까지 배기 

한 후 0.17 Pa 공정 압력 하에서 플라즈마 활성화를 위해 Ar 가

스를 90 sccm의 가스 유입량을 유지시키며 박막을 증착하였다. 

NIZO 산화물 박막은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식으로, Ag 

금속 삽입층은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식으로 증착하였으며, 

oxide/metal/oxide 박막 총 두께를 150 nm로 고정한 후 Ag 금

속 삽입층의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증착하였다. 표 1에 박막 증착 

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2.2 측정 방법

NIZO/Ag/NIZO 다층 박막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장비

는 먼저, 다층 박막의 결정 구조 분석을 위해 X-선 회절분석기

(X-Ray-Diffraction, EDX, JSM 7000F)를 사용하였고 다층 박막

의 단면 두께 분석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FE-SEM, FEI, 

Quanta 200)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원자간력 현미경(AFM, PSIA, 

XE-200)을 이용하여 증착된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였으

며, UV-Vis spectrophotometer (Varian, Cary 5000)를 이용하여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point-probe(NAPSON, 

RT-3000/RG-100)를 이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X-Ray-Diffraction(XRD)을 이용하여, NIZO/Ag/ 

NIZO 박막의 Ag 금속 삽입층 두께 변화에 따른 결정 구조 분석

을 나타낸 것이다. Ag 금속 삽입층의 두께를 6~12 nm까지 변화 

시키며 증착한 NIZO/Ag/NIZO 다층 박막의 XRD 분석 결과 모

든 영역에서 회절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NIZO/ 

Ag/NIZO 다층 박막은 Ag 금속 삽입층의 두께 변화와 상관없이 

결정성이 나타나지 않는 비정질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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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IZO/Ag/NIZO 다층 박막의 Ag두께에 따른 투과도

Fig. 3 The graph of transmittance according to Ag thickness 

of NIZO/Ag/NIZO multilayer thin-films

그림 2는 FE-SEM을 이용하여 NIZO/Ag/NIZO 다층 박막의 

단면 이미지를 관찰한 결과이다. 가장 특성이 좋은 NIZO(100 

nm)/Ag(8 nm)/NIZO(42 nm) 박막의 단면을 100,000배 확대한 

결과 다층 구조의 NIZO/Ag/NIZO 박막이 매우 안정적으로 형성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NIZO/Ag/ 

NIZO 다층 박막의 Ag 금속 삽입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bare 

glass 대비 광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NIZO/Ag/NIZO 다층 

박막의 경우 가시광 영역(400~800 nm)에서 금속 삽입층 Ag 박

막 두께와 상관없이 모두 80% 이상의 투과율을 나타내는 구간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Ag 박막 두께가 8 nm일 때 가시광 영역

(@550 nm)에서 가장 높은 투과율인 93%를 나타내었다. 

NIZO/Ag/NIZO 다층 박막의 투과율은 Ag 박막 두께가 6 nm

에서 8 nm로 증가할수록 투과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Ag 박막 두

께가 10 nm부터 투과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Ag 박막의 두께가 6 nm일 때는 Ag 박막의 핵형성 단계로 Ag 입

자가 island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빛의 산란으로 인해 투과율이 

감소하다 Ag 박막의 두께가 8 nm일 때 완전한 박막이 형성되어 

가장 높은 투과율을 나타낸 후 그 이상의 두께 10~12 nm에서는 

금속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반사도가 증가하면서 투과율

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7]. 또한 적외선 영역(800~1600 nm)

의 투과율을 확인해 보면, Ag 금속 삽입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투

과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NIZO/Ag/NIZO 다층 

박막 내 금속 삽입층 Ag 박막이 적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Ag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적외선 차단 효과

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NIZO/Ag/NIZO 다층 박막의 Ag 금속 삽입층의 두

께 변화에 따른 면저항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Ag 박막의 두

께가 6 nm에서 12 nm로 증가할수록 면저항은 17.26 Ω/sq에서 

5.42 Ω/sq로 감소하는데, 이 결과로 Ag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

록 전기적 특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속 삽입층이 

있는 다층 박막의 구조가 금속 삽입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기적 

특성 향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8,9].

그림 4 NIZO/Ag/NIZO 다층 박막의 Ag 두께에 따른 면저항 그

래프

Fig. 4 The graph of sheet resistance according to Ag 

thickness of NIZO/Ag/NIZO multilayer thin-films

Figure of merit(FOM)은 다층 투명전극에서 금속 삽입층의 

두께에 따라 서로 상충관계를 갖는 박막의 전기적 특성인 면저항

(Rsh)과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투과도(T, 가시광영역 @550 

nm)를 이용하여 투명전도성 산화물의 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치이며, 이는 식 (1)과 같다[10].

ɸTC =T10/Rsh (식 1)

투명전극은 면저항이 낮을수록 가시광 영역 투과율이 높을수

록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식 (1)에 적용하면 figure of 

merit(FOM) 값이 높을수록 우수한 투명전극임을 알 수 있다. 그

림 5는 NIZO/Ag/NIZO 다층 박막의 Ag 금속 삽입층 두께 변화

에 따른 figure of merit 값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

에서는 NIZO/Ag/NIZO 다층 박막에서 Ag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

수록 전기적 특성은 향상되었지만 광학적 특성은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FOM 결과를 확인해 보면 Ag 박막의 

두께가 8 nm일 때 51.0 x 10-3Ω-1의 가장 높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NIZO/Ag/NIZO 다층 박막에서 금속 삽입층인 

Ag 박막의 두께가 8 nm일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층 투명전극 제작 시 표면에 pin hole과 같은 결함이 생기

거나 표면 거칠기 특성이 나쁘면 break down 혹은 short를 일

으키거나 빛 산란이 많아져 가시광 영역에서 투과도를 저하시키

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박막의 표면 거칠기 제어는 매우 중요하

다. 그림 6은 AFM으로 측정한 NIZO/Ag/NIZO 다층 박막의 Ag 

금속 삽입층 두께 변화에 따른 표면 거칠기(Rrms)를 나타낸 결과

이다. 다층 박막의 Rrms 값은 대체로 Ag 박막 두께가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모두 1 nm 이하의 값을 나타냄

으로써 균일한 박막이 증착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중 Ag 

박막 두께가 8 nm일 때 Rrms 값이 0.628 nm로 가장 좋은 특성

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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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IZO/Ag/NIZO 다층 박막의 Ag 두께에 따른 Figure of 

merit 그래프

Fig. 5 The graph of figure of merit according to Ag 

thickness of NIZO/Ag/NIZO multilayer thin-films

그림 6 NIZO/Ag/NIZO 다층 박막의 Ag 두께에 따른 표면 거칠

기 그래프 

Fig. 6 The graph of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Ag 

thickness of NIZO/Ag/NIZO multilayer thin-film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F/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시스템을 이용하

여 증착한 NIZO/Ag/NIZO 다층 투명전극의 Ag 금속 삽입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상온에서 증착된 NIZO/Ag/NIZO는 구조적 분석을 통해 Ag 

금속 삽입층의 두께와 상관없이 모두 비정질 구조임을 확인하였

으며 박막의 표면 거칠기 값은 모두 1 nm 이하로 매우 균일한 

표면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층 박막에서 Ag 금

속 삽입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기적 특성은 점차 향상되지만 

광 투과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최적 두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면저항과 광 투과율 값을 이용하여 figure of 

merit 값을 확인해본 결과, Ag 층의 두께가 8 nm 일 때 51.0 x 

10-3Ω-1의 값으로 최적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때, 가시광 영

역(@550 nm)에서 광투과율은 93%, 면저항은 9.87 Ω/sq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NIZO/Ag/NIZO 다층 투명전극이 투명 

디스플레이나 스마트윈도우와 같은 응용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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