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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O (Indium Tin Oxide) thin film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for OLED devices because they have high transparent
properties in the visible wavelength and a low electrical resistivity. These ITO films are deposited by rf-magnetron
sputtering under different ambient gases (Ar, Ar+O2 and Ar+H2) at 300oC.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he
oxygen and hydrogen, the flow rate of oxygen and hydrogen in argon has been changed from 0.5sccm to 5sccm and
from 0.01sccm to 0.25sccm respectively. The resistivity of ITO film increased with increasing flow rate of O2 under Ar+O2

while it is nearly constant under Ar+H2. And the peak of ITO films obtained (222) and (400) orientations and the average
transmittance was over 80% in the visible range. The OLED device fabricated with different ITO substrates made by
configuration of ITO/α-NPD/Alq3/LiF/Al to elucidate the performance of ITO substrate for OLE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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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투명 전도성(Transparent conductive oxide) 박막 중

ITO(Indium Tin Oxide) 박막은 n-type의 전도특성을

갖는 산화물 반도체로서 넓은 밴드갭과 함께 가시광

영역에서의 높은 투과율과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기 때

문에 박막형 디스플레이 분야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

다[1,2]. 특히 ITO 박막은 OLED 디바이스의 투명전극

재료로서 사용되어 ITO박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중이다[3]. 이러한 ITO 박막의 증착 방법으로는
thermal evaporation[4], magnetron sputtering[5], elec-

tron beam sputtering[6], chemical vapor deposition(CVD)

[7] 등이 있으며 이들 방법 중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으로

증착된 ITO 박막은 높은 전기전도성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대면적 증착이 가능하고 균일도가 우수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다[8]. 박막 제조

시 rf power, 공정압력, 증착온도 및 산소분압 등 다양한

공정변수에 의해서도 박막의 특성이 결정되는데 특히

챔버 내의 증착 분위기는 박막의 전기적 특성과 미세구

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라 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챔버 내의 다양한 가스 분위기(Ar,

Ar+O2 and Ar+H2) 에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

로 ITO 박막을 증착 하였다. 그리고 챔버 내에 아르곤과

함께 주입된 산소와 수소의 유량비를 각각 달리하여 ITO

박막의 전기적, 구조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전기적 특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비저항, 이

동도 및 캐리어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구조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XRD 및 FESEM 분석을 하였다. 또한 투명

전극으로 사용되는 ITO 기판 상용화를 위해 ITO 기판 위

에 α-NPD, Alq3, LiF, Al 순서로 OLED 디바이스를 제작

하고 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E-mail : kmlee@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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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ITO 박막은 지름이 3 inch인 ITO(In: 90 wt.%, Sn:

10wt.%) 타겟을 사용하여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

으로 증착 하였다. 코팅용 유리기판으로는 Corning 7059

glass를 사용하였으며 박막 증착 전에 기판을 아세톤과

메탄올으로 각각 10분 동안 초음파로 세척하고 증류수로

헹군 후 질소가스로 건조시켰다. 박막제조 시 타겟 표면

의 불순물 제거와 스퍼터 방전의 안정화를 위해 10분간

pre-sputtering을 실시하였다. 타겟과 기판과의 거리는

10cm 이고 챔버의 초기진공은 10-6torr 이며, 플라즈마 생

성가스인 Ar과 반응성 가스인 산소와 수소는 MFC(mass

flow controller)를 통하여 그 유량을 미세하게 조절하였

다. 챔버 내의 반응성 가스에 따른 박막의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Ar 가스의 유량은 50sccm으로 고정하였고 산

소의 유량비는 0.5, 1, 3, 5sccm으로 변화시켰으며 수소

(mix gas H2:5%)는 0.01, 0.05, 0.15, 0.25sccm(mix gas:

0.5, 1, 3, 5sccm)으로 그 유량비를 달리하였다. 박막 비교

를 위해 reference 시편 (Ar:50/O2:0.2sccm) 또한 제작되었

다. 그 밖의 증착 조건으로는 rf power 100W, 공정압력

6.0 × 10-3torr, 증착온도 300oC 및 증착두께는 200 nm로

모든 시편에 동일하였다. 박막의 결정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XRD (CuK α; λ= 1.5405Å) 분석을 하였으

며 FESEM을 통해 표면의 미세구조를 알아보았다. 전기

적 특성 평가를 위해서는 Hall effect measurement

(HMS-3000) 장비를 통해 비저항, 이동도 및 캐리어 농

도를 측정했으며ultraviolet spectrophotometer(Varian,

cary500)을 이용하여 광 투과율 또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챔버 내의 반응가스로 사용된 산소와 수소

의 유량비를 변화시킴에 따라 증착한 ITO 박막의

XRD 측정결과이다. 산소량이 0.5sccm 까지는 (222)의

방향으로 우선성장 하였고 그 이상 산소량이 증가하면

서 (400) peak이 증가하여 우선성장 방향이 변화하였

다. JCPDS File에 의하면 ITO는 (222)면과 (400)면의

강도비가 약 3.3으로 (222)면의 강도비가 3배 이상 높

아야 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 준비한 reference 시편과

비교적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소를 흘린

경우 모든 시편이 (222) 방향으로 우선성장 하였으며

(400) peak 은 산소를 흘린 경우와 달리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챔버 내의 증착 분위기에 따라

박막의 결정성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다양한 가스 분위기에 따른 ITO 박막의 미

세구조를 나타낸 FESEM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산소의 유량비 증가에 따른 grain size는

(b) 0.5sccm 이상 흘린 이후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

기적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grain size가

감소함에 따라 mobility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Fig.

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수소의 경우, 수소의

유량비 증가에 따른 grain size는 변함이 없었으며

mobility 또한 거의 일정하였다. 

Table 1. Sputtering conditions of ITO thin films

Deposition parameters Conditions

Target In2O3/SnO2(90/10wt.%)

Target diameter(inch) 3

Substrate Glass (corning 7059)

Working pressure(torr) 6.0 × 10-6

Film thickness(nm) 200

Substrate temperature(oC) 300

RF power(W) 100

Gas ambient(sccm)
Ar:50, O2 flow rate:0.5-5,

H2 flow rate:0.01-0.25

Fig. 1. XRD patterns of ITO thin films deposited under
various flow rate of (a) O2 and (b) H2 with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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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은 산소와 수소의 유량비에 따른 전기적 특성

을 나타낸 것으로 산소의 양이 0.5sccm 이후로 증가함

에 따라 비저항은 1.98 × 10-3cm 에서 3.81 × 10-2cm 으

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반면 챔버 내에 수소를 흘

린 경우 비저항은 감소하였다. ITO의 전기적 특성은

크게 산소 공공과 주석의 doping으로 결정되며 그 식

은 아래와 같다[10,11]. 

2In + 3O → 2In + 3Vo‥ +6e +3/2O2

In2O3 + Sn → In2-ySnyO3 + ey

여기서 산소 공공은 도너로써 자유전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산소양이 증가함에 따라 ITO 박막에 과

잉의 산소원자가 공급되어 산소 공공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캐리어 농도가 감소함으로써 비저항이 증가

하게 되는 것이다. 수소 분위기의 경우 비저항이 감소

하는 것은 증착하는 동안 활성화된 수소 이온들이 환

원 분위기로 인해 산소 공공을 생성함으로써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져있다[5,12]. 하지만

수소의 유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된 수소이온들

이 더욱 많은 전자를 생성해냄으로써 전기적 특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소 양 증가 시 refer-

ence시편과 비교할 때 전기적 특성은 개선되었으나 유

량비 증가에 따른 비저항, 이동도 및 캐리어 농도에 있

어서 큰 변화는 없었다. 이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향

후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며, 문헌조사를 통해서 전기

전도 기구의 다른 가능성도 검토하고자 한다. 

Fig. 4 는 챔버 내의 가스 분위기에 따른 ITO 박막의

광학적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모든ITO 박막은 가시광 영역에서 평균 80% 이상의 광

투과율을 보였으며 이는 챔버내의 분위기에 관계없이

OLED 기판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5 는 챔버 분위기에 따라 달리 증착된 ITO 기판

위에 유기물을 증착 시킨 OLED소자의 (a) 전압-전류

밀도 특성과 (b) 전압-휘도 특성을 보여준다. Fig. 5(a)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소분위기에서 증착된 ITO 기

Fig. 2. Field effec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ITO thin films with different ambient gases.

Fig. 3. Resistivity(ρ), mobility(µ) and carrier Concentrat-
ion(N) of ITO thin films with flow rate of (a) O2

and (b) H2 with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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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경우 구동전압이 가장 낮고 전류밀도가 높았다.

이는 기판의 저항이 낮음에 따라 전류밀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OLED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약3000 mA/cm2이상의 전류밀도와 4000 cd/m2이상의

휘도 값을 가져야 하나 Fig. 5(b) 의 결과를 보면, 발광

휘도 면에서는 OLED device의 기판으로의 적용이 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발광 휘도 면에서는 기판의

저항보다는 roughness 또는 유기물의 요인으로 사료되

며 추후 이와 관련된 실험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챔버 내의 증착 분위기에 따른 박막

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증착 분위기(Ar,

Ar+O2 및 Ar+H2)에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ITO 박막을 증착 하였으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XRD 측정 결과 산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 성

장방향이 (222)면에서 (400)면으로 변화 하였으며 수소

의 경우 전체적인 Peak 상쇄와 함께 모든 시편이

(222) 방향으로 우선성장 하였다. 

(2) 산소량을 0.5sccm 이상으로 흘릴 경우 grain size

는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동도 또한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소의 경우 유량에 관계없이 산소를 흘린 것

에 비해 grain size가 미세함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

는 증착 분위기에 따라 박막의 미세구조가 크게 달라

짐을 알 수 있다. 

(3) 산소의 유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 공공의 감

소로 인해 캐리어 농도가 감소했으며 그에 따른 비저

항이 증가 하였다. 반면 수소분위기에서는 활성화된 수

소이온이 산소 공공을 증가시킴에 따라 챔버 내의 산

소 분위기에 비해 비저항이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 증착된 모든 ITO 박막은 가시광 영

역에서 80% 이상의 광 투과율을 보였으며 이는 챔버

내의 증착 분위기에 관계없이 OLED 소자의 기판으로

써 적용이 가능하다.

(5) OLED 소자 제조 시 수소분위기에서 증착된

ITO 기판의 전기적 특성이 가장 우수 하였으며, ITO기

판의 저항이 감소함에 따라 높은 전류밀도 값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OLED를 상용화 하기 위해

서는 약3000 mA/cm2이상의 전류밀도와 4000 cd/m2이

상의 휘도 값을 가져야 하는데 발광 휘도 측면에서는

OLED device의 기판적용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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