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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highly conductive and transparent electrode, ITO/Ag/ITO multilayers are fabricated using an in-line sputtering 

method. Optimal thickness conditions have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optical transmittance and the electrical 

conductance. Considering the optical properties,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based on 

theoretical phenomena, and they are compared with the simulated results. The simulations are based on the finite-

difference-time-domain (FDTD) method in solving linear Maxwell equations. Consequently, the results showed that 

ITO/Ag/ITO multilayer structures with respective thicknesses of 39.2 nm/10.7 nm/39.2 nm are most suitable with an 

average transmittance of about 87% calculated for wavelengths ranging from 400–800 nm and a sheet resistance of 

about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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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투명전극은 지금까지 평판디스플레이나 솔라셀 산업

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전형적인 투명전극으로 사용되

는 투명전극 산화물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로서는 

In2O3, ZnO, 및 SnO2와 같이 금속이 도핑된 산화막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 이들 중에서도 주석(Sn)이 도핑된 인듐산

화막(Indium Tin Oxide, ITO)이 평판 디스플레이나 터치스크

린 및 Si에 기반한 솔라셀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1-

4]. 그 이유는 ITO가 광학적 투과도가 높으면서도 다른 물

질에 비해 전기적 전도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그런

데, 화면의 스크린 크기가 커지면서 요구되는 조건이 점

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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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패널의 경우 화면의 크기가 12인치 이상 커지게 

되면 면저항 값이 50 내지 100 / 이하의 값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ITO의 경우 그 두께가 1,000Å이상으로 두

꺼워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광학적 투과도가 떨어지게 

된다. 광학적 투과도를 80% 이상 유지하면서도 면저항 

값을 100 /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ITO 단일막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물질이 카본나노튜브 (CNTs), 

그래핀 (grapheme) 및 금속 메쉬 (metal mesh) 등이 있으며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서 두 층의 TCO 사이에 얇은 박막

의 금속층이 삽입된 다층박막이 개발되어 왔다 [5-11]. 이

러한 다층박막 중에서도 수 nm 두께의 Ag 박막이 ITO 투

명 산화막 사이에 삽입된 ITO/Ag/ITO 다층막이 가장 많이 

개발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ITO/Ag/ITO 다층박막

의 최적화를 위한 실험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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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그 광투과도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ITO/Ag/ITO 다층박막의 최적화 실험 외

에도 그 최적화 근거가 되는 광학적 투과도에 대한 이론

적 해석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1] 

 

2. 실험 방법 

ITO 박막은 Fig. 1에서 보여진 장치 구성도에서와 같이 

인-라인 펄스형 DC 마크네트론 스퍼터링 시스템을 이용

하여 소다라임 유리기판 상에 증착되었다. ITO 타겥은 10 

wt%의 SnO2가 도핑된 In2O3를 사용하였고 타겥의 크기는 

540 mm (L)  165 mm (W)  7 mm 이며 펄스형 DC의 전력은 

1.5 kW를 적용하였다. 프라즈마 형성시 증착용 가스로는 

O2/Ar 혼합가스를 1.5 sccm/50 sccm의 유량비로 하여 6 mTorr

의 압력을 유지 시켰다. 또한 기판은 분당 120 cm의 속도

로 왕복 이송하였는데, 기판과 타겥과의 거리는 100 mm를 

유지 시켰다. ITO의 두께 조절은 이송되는 기판의 스캔

(scan) 회수로 조정하였다. 

Ag 박막 증착의 경우는, 99.99 %의 순도를 갖는 4인치 

대각선 크기의 원형 타겥을 사용하였으며 RF 마그네트론 

방식을 사용하여 30 W의 최소 전력을 적용하였다. 이 경

우는 순수 Ar 가스만을 사용하였고 20 sccm의 유량으로 4 

mTorr의 압력을 유지 시켰다. 
 

 
Fig. 1. A schematic of the in-line sputtering system with 

pulsed-DC magnetron sputter. 

 

여러 가지 경우의 ITO 및 Ag 박막의 두께에 대해 면저

항 및 투과도를 측정하였는데, 면저항 값은 4-point probe 

(CMT-SR2000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투과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Lambda 35) 분석장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ITO 전도층 및 Ag 금속층에 대한 광학특성에 관한 이

론적 분석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RSoft® 사에서 제공되는 Full-wave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시뮬레이션 수행하였고 그 결과들을 실험 측정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3. 결  과 

고전도성 투명전극을 얻기하기 위해서 ITO/Ag/ITO 다

층막 필름을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ITO, Ag 및 ITO 층들

을 소다라임 유리기판 상에 연속적으로 증착 하였다. 먼

저, 상부 ITO층 및 하부 ITO층의 두께를 392 Å로 고정시

키고 Ag 층의 두께를 3.4 nm에서 13.4 nm까지 변화시켰으

며 Ag 층의 두께에 따른 광학적 투과도를 측정하여 Fig. 2

에 나타 내었다. 그 결과, Ag층의 두께를 10.7 nm로 한 경

우가 가시광 영역(400 nm ~ 800 nm) 범위에서 가장 높은 투

과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Ag 단일막만을 사용

할 경우는 Ag 박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전반적인 광투

과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ITO/Ag/ITO 다층 박

막인 경우는 ITO와 Ag의 상대적인 두께에 따라 광투과도

의 최대가 되는 Ag의 최적 두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2. Transmittance spectra for ITO/Ag/ITO multilayer 

films depending on the Ag thickness with ITO 

thickness of 392 Å. 

 

전도성 박막이나 산화막에 대한 광투과의 현상은 필름

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선의 파동과 그 아래의 경계면

에서 반사되는 광선의 파동들 간의 광학적 통과거리의 

차이(로 명명)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유리 기판 상에 

ITO가 증착되어 있는 경우 공기층, ITO 필름 및 유리 기판

의 굴절률을 각각 n1, nf, n2라고 하면 첫 번째 경계면인 공

기와 ITO 사이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광선의 파동과 

ITO와 유리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광선의 파동 간의 위

상차이 δ = Λ 로 주어진다. 여기서 k0는 자유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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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파 상수이다. 그런데, 내부 전반사와 외부 전반사의 

광선간에선 추가적인 위상 천이 가 존재하므로 ITO 표

면에서 반사되는 광선과 ITO/유리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두 광선이 표면에서 합쳐졌을 때의 전체 위상 차이는 다

음 식과 같이 주어 진다. 

 δ = Λ ± π = ±                    (1) 

 

여기서, 0는 자유 공간에서의 빛의 파장이고 d 및 nf는 

필름의 두께 및 굴절 계수 이다. 수직으로 입사되는 빛에 

대해 광투과도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사되는 빛이 

최소가 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두 경계면에서 반사되

는 광선의 전체 위상차이는 의 홀수배, 즉  = (2m  1)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될 때 

최대의 광 투과도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2)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주어진 파장에 대해 최대의 광

도과도는 필름의 두께, 물질의 굴절 계수 및 필름 층의 

적층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조건에 대한 Fullwave 시뮬레이션 결과가 Fig. 3

에 보여져 있다. Fig. 2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시광 

영역에서의 투과도 경향이 전반적으로는 Fig. 2의 측정결

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관찰해 보면 

Ag 박막의 두께가 3.4 nm와 같이 아주 얇은 경우는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났으며 Ag의 두

께가 7.0 nm인 경우는 500 nm 이하의 단파장 영역에서 유

사한 경향이 보여졌고 500 nm 이상의 파장영역에서는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g 층의 두께가 

10.7 nm와 13.4 nm의 경우는 측정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Ag 박막의 두께가 7.0 nm 이하로 매우 얇은 경우는 시뮬

레이터의 그리드 설정의 한계에 따른 계산상의 오류로 

보여진다. 

다음은 ITO의 상, 하부층 두께를 905 Å로 훨씬 두껍게

한 경우에 대해 Ag 박막의 두께에 따른 측정결과를 Fig. 4

에 나타 내었다. 이 경우는 파장이 감소할수록 광투과도

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 졌으며 전반적인 

광투과도는 Ag의 두께가 3.4, 7.0 및 10.7 nm인 경우 매우 

유사하게 타나났고 13.4 nm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광투과

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Fullwave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Fig. 5에 보여져 있

는데 광파장에 따른 투과도의 경향은 600 nm 근처에서의  

 
Fig. 3. Simulation results for the transmittance spectra of 

ITO/Ag/ITO multilayers films depending on the Ag 
thickness for an ITO thickness of 392 Å. 

 

 
Fig. 4. Transmittance spectra for ITO/Ag/ITO multilayer 

films depending on the Ag thickness with ITO 
thickness of 392 Å. 

 

 
Fig. 5. Simulation results for the transmittance spectra of 

ITO/Ag/ITO multilayers films depending on the Ag 
thickness for an ITO thickness of 392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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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투과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Ag 층의 두께가 증가할

수록 전체적인 광투과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 Fig. 2와 3에서의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ITO의 두

께가 905 Å과 같이 너무 두껍게 되면 ITO/Ag/ITO 다층박막

의 가시광 영역에서의 투과도는 매우 낮아서 투명전극으

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가시광 영역에서의 전

체적인 광투과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ITO 층

의 두께를 500 Å 정도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며 Ag 박막의 

두께는 약 10 nm 근처로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투과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ITO/Ag/ITO 다층박막의 본래 목적인 고전도성

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Ag 박막의 적정 두께가 얼마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Ag 층의 두께에 따른 면저항 값을 측정

하였다. Ag 층에 대한 면저항 값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ITO 층의 두께에 따른 면저항 값의 변화를 측정하여 보았

다. 그 결과 Fig.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ITO 박막의 두

께가 증가함에 따라 면저항 값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100 / 이하의 면저항을 얻기 위해서는 

ITO 단일막의 두께는 900 Å 정도가 되어야 하며 1,400 Å 

이상의 두께까지 증가하더라도 ITO 단일막으로는 면저항 

값을 50 / 이하로 확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Fig. 6. Sheet resistance variations for a single ITO layer 

depending on the various ITO thicknesses. 

 
반면 ITO/Ag/ITO 다층막의 경우 Ag 박막의 두께에 따른 

면저항 값의 변화를 측정분석한 결과를 Fig. 7에 나타 내

었으며 그 결과, Ag 박막의 두께가 10.7 nm 인 경우 면저항

은 7.1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50 / 이하로 확보하

기 위해서는 Ag 박막의 두께를 최소한 6nm이상으로 형성

시켜야 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Ag 층의 두께를 약 4 nm 

이하로 얇게 하면 면저항 값도 100 / 이상으로 높아져

서 ITO/Ag/ITO 다층막의 목적인 고전도성을 확보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Fig. 7. Sheet resistance variations for ITO/Ag/ITO multilayers 

depending on the Ag thickness for the ITO thicknesses 
of 784 Å. 

 

4. 결  론 

고전도성 투명전극으로서 ITO/Ag/ITO 다층막을 인-라인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형성하였다. 광투과도와 

면저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한 두께의 조건을 얻

기 위하여 주어진 ITO 두께에 대하여 Ag 박막의 두께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 가며 광투과도와 면저항을 측정하

였다. 그 결과, ITO 두께를 약 392 Å로 적용하고 Ag의 두께

를 약 10.7 nm로 적용하였을 경우 가시광 영역에서의 평

균 투과도가 87 % 정도이며 면저항 값은 7.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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