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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configuration of metallic and insulating domains in VO2 thin films, while spanning metal-
insulator phase transition. Kelvin probe force microscopy, of which spatial resolution is less than 100
nm, enables us to measure local work function (WF) at the sample surface. The WF of VO2 thin films
decreased (increased) as increasing (decreasing) the sample temperature, during the phase transition. The
higher and lower WF regions corresponded to the insulating and metallic domains, respectively. The metallic
fraction, estimated from the WF maps, well explained the temperature-dependent resistivity based on the
percolation model. The WF mapping also showed us how the structural defects affected the phase transi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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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VO2는 상온 부근에서 온도를 올림에 따라 절연

체상이 금속상으로 바뀌는 MIT (metal-insulator

transition) 현상을 보인다 [1]. VO2의 MIT 과정은

1차 상전이 현상이기 때문에, 상전이 과정 중에 금

속-절연체 상이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상

을 갖는 도메인(domain)의 형상과 분포는 상전이

과정에서 VO2가 나타내는 전기적, 광학적 물성을

결정하게 된다. 과거 문헌을 보면 VO2박막 및 나

노막대에서 나타나는 마이크론 크기의 도메인을 광

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상의 공존 현상을 연구

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3]. 광학적 측정은 특

별한 시료 준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손쉽게 이

루어질 수 있지만, 분해능 한계를 가지며 종래 문

헌 보고와 같은 반사율 값 측정만으로는 국소 영

역의 물성 인자(예를 들어 유전상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시료 표면 일함수(work function)를

KPFM(Kelvin probe force microscopy)으로 측정하

여 두 가지 상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4-6]. KPFM 측정은 진공은 물론 대기 분위기

에서도 시료의 표면 일함수를 측정할 수 있기 때

문에, 시료의 온도를 바꾸거나 빛을 쬐는 등 다양

한 외부 환경 요인의 변화를 주는 가운데 시료의

저항값 등 물리적 특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10]. 본 논문에서는 VO2 박막의 온

도를 바꾸어 가며KPFM 측정을 수행하여 상전이

과정을 조사한 과거 연구 사례를 요약하여 소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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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시료 표면의 국소영역 일함수 측정은 글러브 박

스(glove box) 안에 설치한 KPFM 장비 (XE-100,

Park Systems Co.)를 써서 수행하였다 [4-10].

KPFM의 측정 원리는 1898년 Kelvin 경이 제안한

Kelvin 프로브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KPFM 측정에서는 팁(tip)에 직류 전압(Vdc)과 함께

각진동수 w의 교류 전압(진폭: Vac)을 인가하게 되

는데, 이 때 팁과 시료 사이의 정전기력(Fel)은 아

래 식 (1)과 같이 주어진다 [11].

(1)

C: 팁과 시료가 이루는 축전기의 정전용량

z: 팁과 시료 사이의 거리

VCPD: 팁과 시료의 일함수 차이, CPD(contact

potential difference) 라 부름

Fel에서 각진동수 w의 교류 성분(Fw)은 다음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따라서, Vdc 값을 바꾸어서 Fw 값을 0으로 만들면,

인가한 Vdc 값이 VCPD 값과 일치하므로 VCPD 값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적절한 표준 시료(본 연구

에서는 HOPG - highly ordered pyrolytic graphite

- 이용)를 써서 팁의 일함수를 결정하면 VCPD 값으

로부터 시료의 표면 일함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은 실험에 사용한 KPFM 장비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은 쉽게 시료 표

면에 흡착하고 물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전기 쌍

극자(electric dipole)를 형성한다 [11]. 따라서, 흡착

된 수분의 양에 따라 표면 전위값에 차이가 나타난

다. 이러한 오차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KPFM 실

험은 질소가 채워진 글러브 박스 안에서 수행하였

으며, 필요 시에 건조한 질소 분위기에서 시료를 가

열하여 표면 흡착된 물분자를 탈착한 후에 KPFM

측정을 시작하였다. 시료 온도를 조절하는데는 펠

티에 (Peltier) 소자와 PID 제어기를 이용하였다. 특

히, 본 연구진은 자체 제작한 PCB 기판과 시료 홀

더(holder)를 써서 KPFM 측정과 시료의 저항값 측

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KPFM 실험에 사용한 VO2 박막 시료는 일본

Osaka 대학의 H. Tanaka 교수 연구실에서 펄스레

이저 증착 (PLD, pulsed laser deposition)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상세한 증착 조건은 참고 문헌 12와

13에서 찾을 수 있는데, 격자 상수 차이가 매우 작

은 TiO2 (001) 단결정 기판을 이용함으로써 c-축 방

향으로 성장한 양질의 박막을 제작할 수 있었다. 특

히, 두께를 15 nm 정도로 극도로 얇게 하였을 때,

응력 완화(strain relaxation)를 막을 수 있어서 거의

단결정에 버금가는 결정성을 갖는 시료를 얻었다

[12, 13]. 기존에 보고된 많은 연구에서는 저렴하고

구하기 용이한 Al2O3 기판을 이용하였다 [1, 4, 13].

하지만, 격자 상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박막 시료

는 많은 구조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응력 완화

과정에서 거친 표면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결정

입도(grain size)가 수십 nm 수준으로 매우 작기 때

문에, 상전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금속-절연체 상 도

메인의 크기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4]. 이로 인하

여 박막 시료의 MIT 과정은 단결정에서 관찰되는

MIT 과정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4]. VO2 박막의 경우, 다른

금속산화물에 비하여 낮은 산소 분압에서 성장이

되고 V2O3, V2O5 등 다른 상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

문에 연구자들의 당면한 문제는 원하는 상을 얻는

Fel

1

2
---
∂C

∂Z
------- Vdc VCPD– Vacsin ωt( )+[ ]

2
–=

F
ω

∂C

∂Z
------- Vdc VCPD–( )Vacsin ωt( )–=

Fig. 1. (a) Schematic diagram and (b) photograph of our KPFM and transport measurement system. 



김동욱 외/한국표면공학회 50 (2017) 141-146 143

것이어서 기판에 의한 응력 영향 연구도 단일 상을

얻는 목적에 치중되어 있었다 [15]. 최근에는 박막

-기판 격자 상수 차이를 이용하여 VO2 박막의 다

양한 동소체(polymorphs) 성장이 가능하며 각 동소

체의 물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

기도 하였다 [16]. 이들 동소체는 자연계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불안정한 상으로 기판에 의한 응력

을 이용하여 박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

무적 결과이지만, 양질의 VO2 박막을 성장하고 원

하는 상이 균일하게 얻어졌음을 확인하는 일은 매

우 까다롭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연구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15 nm 두께의 VO2/TiO2 박막 시료의 비

저항-온도 및 일함수-온도 그래프를 보여준다. MIT

임계 온도(TC)가 300K 정도로 보이는데, VO2에서

V4+-V4+ 거리는 V d 오비털의 밴드 폭(bandwidth)

을 바꾸게 되어, 응력의 정도는 상전이 거동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VO2/TiO2 박막

의 TC는 기판에 의한 인장(tensile) 응력 효과로 벌

크(bulk) TC = 340K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14]. 주목할 사실은 비저항이 100배 정

도 감소하는 MIT 과정에서 일함수 값도 함께 변화

하여 0.1 eV 정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절연체상이 금속상으로 바뀜에 따라 에너지 밴드

구조가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일함수 변화를 동반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시도한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었다. 보다 자세한 실험과 분석 결과는 2015년

본 연구진이 Scientific Reports 지에 게재한 참고 문

헌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시료 온도를 바꿈에 따라 시료 표

면의 일함수 값이 보이는 변화를 알 수 있다. 285

K에서는 대부분 영역이 5.06 eV 정도의 일함수 값

을 나타내고, 355 K에서는 거의 전체 면적이

Fig. 2. The resistivity (circles) and work function (squares) vs. temperature plots of a 15-nm-thick VO2/TiO2 thin film. Band
diagrams illustrate the work function difference between the insulating and metallic states (taken from Ref. [5]).

Fig. 3. Work function maps of a 15-nm-thick VO2/TiO2 thin film at 285, 305, 335, and 355 K during heating the
sample. The larger (smaller) work function region represents the insulating (metallic) phase, as illustrated in the
cartoons at right. Schematic band diagram at right shows the green region may indicate the formation of the space
charge region (SCR) at the metallic (Met.VO2) and insulating (Ins.VO2) domain boundaries (taken from Re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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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V 정도의 일함수 값을 나타낸다. KPFM 측정

은 수십 nm 수준의 공간 분해능을 갖기 때문에 국

소 영역의 일함수 값 분포를 살피는 일이 가능하다.

모든 측정 온도에서 위 두 가지 일함수 값을 갖는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는 상의 공존을 나타

내는 것으로 일함수 값을 통하여 금속상과 절연체

상을 갖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 지어 확인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높고 낮은 일함수 영역 경계에는 중

간 정도의 일함수 값을 보이는 영역이 보이는데, 이

영역은 그림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공간전하영역

(space charge reg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격자 상수 차이가 작은 TiO2 기판 위에서도 VO2

박막 두께를 증가시키면, 탄성 에너지가 축적되어

응력완화 현상이 일어나고 박막 시료에는 구조적

결함이 형성된다. 응력 완화 과정이 비저항과 일함

수 값의 온도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진이 2015년 Appl. Phys. Lett. 지에 게재한 참

고 문헌 6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VO2는 강한 전

자-포논 결합(electron-photon coupling)을 보이는 물

질로, 격자 상수 값에 따라 상전이 특성이 크게 달

라진다 [17]. 따라서, 구조적 결함이 생성되면 결함

이 존재하는 영역과 주변 영역에서 박막의 응력 상

태가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두꺼운 시료에서는

국소 영역의 상전이 온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얇은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소적으로는 기판에 의한 응

력 영향이 상당히 줄어든 영역이 존재함에 따라 온

도 변화에 따른 저항과 일함수 변화는 매우 점진적

으로 일어나고 큰 이력(hysteresis) 특성을 보이게

된다 [6].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구조적 결함인 결정립계

(grain boundary)가 MIT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고찰하고자 하며, 그림 4에 주요 결과가 정리되

어 있다. 30 nm 두께 박막에서는 응력 완화에 따른

결정학적 결함들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단면 고분

해능 투과 전자 현미경(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사진은 1차원 결함인 전위

(dislocation)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AFM(atomic force microscopy)을 써서 얻은 시료

표면 형상을 보면, 국소적으로 돌출된 부위 아래에

2차원 결함인 결정립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박

막-기판 격자 상수 차이에 의하여 형성된 전위로

인하여 결정립계가 나타나게 되므로 두께가 두꺼워

짐에 따라 전위와 결정립계의 밀도는 함께 증가한

다. 온도에 따른 일함수 값을 보면 결정립계 영역이

주변 영역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결

정립계 주변은 높은 온도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일

함수 값을 나타낸다. 큰 일함수 값은 절연체 특성

을 띤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영역은 높은 온도에서

도 MIT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

정립계 형성으로 기판에 의한 응력 영향을 덜 받게

됨에 따라 TC 값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쉽게 설명

할 수 있다. KPFM 측정은 수십 nm 수준의 공간

분해능을 갖기 때문에, 결정립계와 같은 국소 영역

에서의 상전이 과정을 주변 영역과 명확히 구분 지

어 이해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MIT 과정에서 금속상과 절연체상을 갖는 영역이

공존하면, 시료의 전기전도도는 금속상을 갖는 영

역의 연결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스미기 효

Fig. 4. Cross-sectional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mage of a 30-nm-thick VO2/TiO2 thin film
clearly shows formation of dislocations. Atomic force microscopy image also shows the dislocations and resulting
grain boundaries at the sample surface. The work function maps of the sample at 285 and 355 K show that the most
of the insulating domains are present near the grain boundaries (taken from Re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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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percolation effect)라고 한다. 시료의 각 온도에서

KPFM 측정을 통하여 얻은 일함수 값에 따라 금속

상을 갖는 영역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스

미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5, 6]. 그림 5를 보면 15 nm와 30 nm 두

께의 VO2/TiO2 박막 시료 표면 일함수 값으로부터

추정한 금속상 영역의 비율(PM, metallic fraction)과

비저항 관계식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미기 효과를 보이는 계의 전기전도도 σ는 (PM –

PC)t 값에 비례한다 (PC: percolation threshold, t:

critical exponent). 이론에 따르면 2차원 스미기 효

과에서는 PC = 0.45, t = 1.4와 같고 3차원 경우는

0.15 < PC < 0.17, t = 2.0와 같이 알려져 있다 [6].

즉, 15 nm 박막 시료는 2차원 스미기 효과를 따르

며, 30 nm 시료는 3차원 스미기 효과를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VO2 박막 두께에 따라 적용되는 스미기 효과의

차원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림 6의 모식도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15 nm 박막의 경우는 결함이 거의

없는데다가 매우 얇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 균일

한 금속/절연체상 도메인이 형성되어서 표면 일함

수에서 측정한 PM 값을 2차원 스미기 모델에 적용

하였을 때 비저항의 온도 의존성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시료는 준2차원(quasi-two-dimensional)

계로서 거동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0 nm 박막

시료는 두께 방향의 위치에 따라 응력 상태가 다르

기 때문에 금속-절연체 상의 분포 역시 두께 방향

으로 동일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표면에서 측

정한 PM 값으로 비저항의 온도 의존성을 설명할 때

에 3차원 스미기 모델을 적용해야 했다. 2007년 본

인도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서울대 노태원 교수 연

구진은 Phys. Rev. B 논문에서 VO2 박막의 MIT 설

명을 위하여 3차원 스미기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18]. 당시 사용한 시료는

PLD 방법으로 성장하였는데 두께는 70 nm이고

Al2O3 기판 위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많은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 문

헌 결과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잘 설명할 수 있

었다.

4. 결 론

상온 부근에서 큰 저항 변화를 수반하는 VO2의

상전이 현상은 그 기작 규명과 응용 가능성 관점에

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

다. 본 연구진은 VO2의 금속상(절연체상)이 낮은

(높은) 표면 일함수 값을 나타냄을 KPFM 측정을

통하여 밝혔다. KPFM 측정을 이용한 일함수 측정

은 수십 nm 수준의 공간 분해능을 갖기 때문에, 금

속-절연체 상 도메인의 형상과 분포를 조사할 수

있었다. 박막의 결정립계 주변에서는 응력 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국소 영역의 상전이 온도가 높아

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두 가지 상의

공존이 비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스미기

이론에 기반을 둔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TiO2 기판 위에 성장한 VO2 박막은 15 nm 두

께 정도에서는 준 2차원 계로 거동하고, 30 nm 이

상 두꺼운 시료에서는 응력 완화에 따른 결함이 증

가함에 따라 3차원 계로 거동하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하

여 KPFM 측정은 VO2 박막의 상전이 거동을 실공

간(real space)에서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함

Fig. 5. Inverse of the normalized resistance of 15-
(square) and 30-nm-thick (circle) VO2/TiO2 thin films
as a function of the metallic fraction PM during heating.
The symbols and solid lines are experimental data
and fitted data, respectively (taken from Ref. [6]).

Fig. 6. Cross-sectional domain configuration of the 15-
and 30-nm-thick VO2 thin films while spanning the
phas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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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용한 실험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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