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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ZO/Ag/AZO multi-layer films deposited on glass substrate by RF magnetron sputtering and thermal evaporator 

have a much better electrical properties than Al-doped ZnO thin films. The multi-layer structure consisted of three 

layers, AZO/Ag/AZO,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AZO/Ag/AZO were changed mainly by thickness of Ag 

layers. The optimum thickness of Ag layers was determined to be 90Å for high optical transmittance and good 

electrical conductivity. The Ag layers thickness 90Å is an optical transmittance greater than 80% of visible light and 

the obtained multilayer thin film with the low resistivity of 8.05ⅹ10-3Ωcm and the low sheet resistance 5.331Ω/sq. 

Applying to TCO and Solar electrode will impro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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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투명전극은 태양전지, 평판 디스플레이, OLED 등 광전

자소자 분야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

다[1-4]. 

현재 태양전지용 투명전극으로는 주로 ITO, FTO를 사

용하고 있으며, ITO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80% 이상의 높

은 광 투과율과 10-3 Ωcm 이하의 낮은 비저항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ITO는 수소 또는 산소 플라즈마 상태에 노출

될 경우 금속으로 환원되어 저항이 급상승하게 되며, 또

한 원재료인 In이 희토류 금속으로서 가격이 비싸고, 독

성을 가지고 있어 공해문제를 가지고 있다. FTO는 가시광

선 영역의 광 투과율이 70% 이하이며, 제작비용이 높고 

기술이 매우 복잡하다[5-8]. 

                                                                                                          
†
E-mail: duswpgh91@naver.com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물질로 ZnO 계열의 

AZO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ZO는 10-3 Ωcm의 비

저항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80% 이상의 투과율을 갖고 있

다. 하지만 AZO박막 증착 후 Flexible 소자 적용 시 휘어짐

에 따라 박막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저항 값도 

비교적 높아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최근 TCO/metal/TCO 

구조인 다층박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9]. 이 기술은 다층투명전극의 구조로 기판 위에 투명전

극을 증착하고 금속 층과 투명전극 층을 각각 증착 시킨 

3층 구조 고전도 투명전극 제조방법이다. 이 기술에 따르

면 ITO 투명전극에 비해 저온에서 공정이 가능하면서 낮

은 면저항, 높은 전도도 및 투과도, 외부 구부림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 및 개선된 표면 거칠기 성능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이 기술은 In의 함량을 줄일 수 있고, 진공 증착 

공정이 용이하며 대량생산에 적합해 기존 제품에 비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있다[10]. 

AZO/Ag/AZO 다층투명전극은 저온증착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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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하며, ITO 보다 아주 낮은 비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가시광선 영역 투과율은 75~85%의 다소 낮은 투과

도를 보이나, 우수한 적외선반사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 투명전극인 ITO, FTO, AZO 등을 대체할 만한 투명전

극으로 주목 받고 있다[11-13].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용 투명전극의 상업적 응용측

면에서 저온 증착과 적외선반사 특성을 갖는 AZO/Ag/ 

AZO 다층박막을 증착 시켰다. RF magnetron sputtering을 사

용하여 산화막 층을 증착 했고 Thermal evaporator를 사용하

여 금속층 부분을 증착 시켜 Ag의 두께를 변화 시키면서 

박막을 제조하였다. AZO/Ag/AZO 박막의 결정구조 분석은 

XRD (X-Ray Diffraction)를 이용하였고 전기적 특성분석은 

Hall 효과 층정기를 이용하였으며, 광학적 특성분석을 위

해 UV-VIS-NIR로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Glass 기판 위에 RF magnetron sputtering을 

사용하여 산화막층을 증착 했고 Thermal evaporator를 사용

하여 금속층 부분을 증착 하여 AZO/Ag/AZO 박막을 제조

하였다. 

사용된 AZO 타겟은 1:1비율의 2 inch 타겟을 사용하였

고 순도 99.99%의 Ag를 사용했으며, Glass 기판의 크기는 

15ｘ15mm를 사용하였다. 산화막층의 증착 조건으로 기판

온도는 실온으로 고정하였고, 초기 압력은 4.0ｘ10-6 Torr, 

증착 압력은 2.0ｘ10-2 Torr로 하였으며 예비 스퍼터링을 15

분간 실시하였다. Ar(99.999%) 유량은 30 sccm로 고정하였

고 RF 파워는 30 W로 고정하였으며 두께는 30 nm로 증착

하였다. 

금속층의 증착 조건은 전압을 0.3 V로 했고 증착 압력

을 6.0ｘ10-6 Torr로 하였으며 증착 변수인 Ag의 두께를 5, 7, 

9, 11, 13 nm로 변화시켜 증착을 하였다. 

Table 1은 산화막층의 증착을 위한 공정 조건이며, Fig. 1

은 RF magnetron sputtering 장비의 개략도이다. 

 

Table 1. Processing conditions of Oxide-layer 

Target Al-doped ZnO (2wt%) 

Substrate Glass (corning#1737) 

RF Power [13.56MHz, W] 30 

Gas flow Ar : 30 sccm 

Base pressure [Torr] 4.0ⅹ10-6 

Working pressure [Torr] 2.0ⅹ10-3 

Thickness 30 nm 

 
Fig. 1. Schematic diagram for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Table 2은 금속층의 증착을 위한 공정 조건이며, Fig. 2는 

Thermal evaporator 장비의 개략도이다. 

 

Table 2. Processing conditions of Metal-layer 

Target Ag(99.99%) 

Rotate rate[RPM] 2 

Voltage[V] 0.3 

Target-substrate Distance[cm] 20cm 

Base pressure[Torr] 6.0ⅹ10-6 

Thickness[nm] 5, 7, 9, 11, 13 

 

 
Fig. 2. Schematic diagram for Thermal evaporation system. 

 

증착된 AZO/Ag/AZO 박막은 Ag 두께의 변화에 따른 박

막의 구조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 병화를 관찰하였다. 필

드 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WUPRA 60 / Carl Zeiss)

을 이용하여 박막의 표면 상태와 실제 두께를 측정하였

다. 박막의 결정성 및 배향성은 XRD (Smart Lab / RIG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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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UV-VIS 분광기(Chameleon-XR)를 사

용하여 투과도를 측정하였고, 이로부터 박막의 투과 특성 

및 광학적 에너지 밴드 갭(optical band gap)을 조사하였다. 

홀 효과 측정기(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HL5500)를 이

용하여 비저항 및 면저항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Ag 두께에 따른 다층박막의 구조적 특성 

Ag 두께의 변화에 따른 AZO/Ag/AZO 다층박막의 X선 

회절 패턴 분석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ZnO의 결정피크인 (002), Ag의 결정피크인 (111) 피크가 확

인되었는데 (002) 피크에서 2θ 값이 34.5°로 hexagonal 

wurzite 결정구조를 가지며, 수직으로 증착이 잘된 c-축 배

향 특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Ag 금속 박막의 경우 상온에서도 결정성과 배향성을 

가지고 성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g층은 원활하게 잘 증

착이 되었으나, 증착 시 얇은 두께의 금속 층을 한 층으

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중간중간 끊어진 층을 형성하여 

Ag의 두께가 5 nm일 때 피크를 형성하지 못하였지만 두

께가 증가함에 따라 (111) 피크의 우선 배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XRD patterns of AZO/Ag/AZO thin films deposi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with Ag 5 nm, 7 nm, 

9 nm, 11 nm, 13 nm. 

 

3.2 Ag 두께에 따른 다층박막의 광학적 특성 

Fig. 4는 UV-Visible- NIR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광 투과

율을 측정하였다. 광 투과율 그래프를 보면 일단 가시광

선 영역에서 Ag의 두께가 가장 얇은 5 nm일 때 가장 좋은 

평균 85%의 투과율을 갖고, 9 nm까지 평균 80% 이상의 투

과율을 가졌으며 Ag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13 nm에서 70%

의 투과율을 가져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이 낮아

짐을 확인 했다. 적외선 영역에서 모든 박막이 40% 이하

의 투과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외선 영역에서 투과율이 

낮으면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적외선이 같이 동반하고 

있는 열 또한 전달되지 않아 내부 열 차단에 유리하다. 

Fig. 5는 Ag 두께의 변화에 따른 흡수 계수 (αhυ)2 대 광

자 에너지 (hõ)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며 식 (1)과 같이 

흡수 계수 α를 이용하여 에너지 밴드 갭을 구할 수 있다. 

 

�αhυ� � 	A�hυ–Eg��/�  (1) 

 

 
Fig. 4. Optical transmittance of AZO/Ag/AZO grown at 

different Ag thickness. 

 

 
Fig. 5. Band-gap image of AZO/Ag/AZO deposited with 

different Ag thickness. 

 

식 (1)에서 A는 상수이며 hυ는 광자에너지(eV)이다[14]. 

각 각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 (αhυ)2 = 0 이 되

는 지점의 수치가 에너지 밴드 갭(Eg) 값이 된다[15]. 

Fig. 5의 광학적 밴드 갭 그래프에서 최소 4.05eV에서 최

대 4.3eV의 밴드 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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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의 두께가 5 nm일 때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과율이 

평균 80%로 가장 높았으며 광학적 밴드 갭은 4.3ev로 가

장 넓은 밴드 갭을 보였고 Ag의 두께가 13nm일 때 가시

광선 영역에서 투과율이 70%로 가장 낮았고 광학적 밴드 

갭은 4.05ev를 보였다. 박막의 밴드 갭의 증가는 밴드 갭 

이하의 에너지에 대한 광 투과율을 의미하며, 이는 박막

의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도가 증가할수록 밴드 갭 

또한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RF power 에 따른 IGZO 박막의 전기적 특성 

Fig. 6은 Ag 두께의 변화에 따른 AZO/Ag/AZO 다층박막

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값이다. 

홀 효과 측정 결과 Ag 두께가 13 nm에서 다층박막의 면

저항은 5.331 Ω/sq, 비저항이 8.05ⅹ10-3 Ωcm로 가장 낮은 저

항 특성을 보였고, Ag의 두께가 증가 할수록 면저항, 비저

항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금속층

인 Ag를 두께가 낮은 5nm로 증착할 때 결정이 고르게 증

착 되지 않은 섬 구조로 띄엄띄엄 증착이 되어 상대적으로 

전도성이 낮은 특성을 갖고 Ag의 두께가 두꺼운 9 nm이상

에서는 결정이 고르게 증착되어 높은 전도성을 보였다. 

Ag의 두께가 9 nm 이상에서 연속적인 박막 형태를 이

루게 되면서 면저항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Relationship of sheet resistance and resistivity as a 

function at different Ag thickness in AZO/Ag/AZO 

film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lass 기판 위에 RF magnetron sputtering을 

사용하여 산화막층을 증착 했고 Thermal evaporator를 사용

하여 금속층 부분을 증착 하여 AZO/Ag/AZO 다층박막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와 같이 증착한 모든 

박막은 결정질로 성장하였으며, Ag 두께가 5 nm에서 9 nm 

사이의 다층박막은 모두 70% 이상의 투과도를 가졌다. 

또 전기적 특성에서 Ag 두께가 13 nm에서 다층박막의 면

저항과, 비저항이 가장 낮은 저항 특성을 나타내며 Ag의 

두께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항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전기적 특성과 광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응용에 가장 

적합한 Ag 두께는 9nm로 판단되며, AZO/Ag/AZO 다층박

막은 기존 AZO 박막에 비해 투과율은 다소 떨어지나 우

수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TCO 및 태양전

극에 적용하면 그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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