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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듐 주석 산화물(indium tin oxide: ITO)은 산화 인듐(In2O3) 
격자에 주석(Sn)이 도핑된 재료로서 에너지 밴드갭이 약 3.3 ~ 4.3 
eV을 가진 n-형(n-type) 반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투

과도와 10-4 Ωcm 정도의 낮은 비저항, 근적외선 반사도, 화학적 

안정성과 우수한 식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화물이다[1,2]. 이러한 

특성으로 태양전지, 대형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고품질 

및 고기능 중심의 전자 발광소자 등에 사용되고 있어, 현재까지 

이들을 대체할 만한 소재를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한편 

희유금속인 인듐(In)은 제한된 매장량으로 높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고, 자원고갈의 가능성으로 인해 In과 같은 희유 금속자원의 회

수 및 재활용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ITO박막 증착은 상업용 타켓으로 스퍼터링(sputtering) 

시 다양한 공정변수를 제어하고 열처리를 수행하여 투명전극에 적합

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갖는 박막을 증착한다[3,4]. 이처럼 현재 

ITO박막의 연구는 전기적 특성,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LCD, OLED 등과 같은 제품들은 강성이 있는 

glass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박막에 대한 기계적 특성 분석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5,6]. 하지만 기계적 특성 검사의 필요성은 glass기
판 위에 피복한 ITO 박막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상업화를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제품이 이루고 있는 재료의 변형 혹은 

파괴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TO 박막 자체의 

기계적 특성 연구가 필수적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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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폐 ITO 타켓을 회수한 자원들을 이용하여 (주)한
청 RF에서 제조된 99.99% In2O3 : SnO2 (9:1)조성의 재생타겟

을 사용하여 투명전극용 박막을 제조하였다. ITO 박막의 증착은 

pulsed dc magnetron sputtering 방법으로 glass위에 ITO 박막을 

상온에서 증착 후 진공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른 박막 표면 및 기계적 특성 변화에 따른 재활용 ITO 타켓의 

적합성을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pulsed dc magnetron sputtering와 재활용된 

In2O3에 SnO2를 10 wt% 첨가한 고순도 ITO (> 99.99%)를 사용

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기판은 glass (Corning Eagle XG, 면적 

20 × 20 mm)을 준비하여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를 위해 계면활성

제를 이용했다. 1차 세척 후 탈지 및 표면세척을 위해 acetone, 
isopropyl alcohol, DI water 순서로 각각 5분간 초음파 세척을 

실시한 후 기판을 N2 가스로 건조하였다. 스퍼터링시 투입전력은 

30 kHz 주파수는 3.9 W/cm2로 조절하였으며, 초기진공도는 7 ×
10-7 Torr, 공정압력은 6 mTorr, 반응성가스는 산-소분압 2% 
(O2/Ar+O2)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glass기판 위에 증착시킨 ITO 
박막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약 350 nm의 두께로 제어하

였다. 열처리는 고진진공 상태(7 × 10-6 Torr)로 200, 300, 400℃
의 온도로 각각 60분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열처리 온도변화에 따른 ITO 박막의 특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X-선 회절 장치(X-ray diffraction : XRD) Burker, D8 Advance
을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측정하였으며, In2O3 (222) 회절피크의 

반치폭(full width half maximum : FWHM) 수치와 Scherrer 관
계식을 이용하여 박막의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였다[6]. 그리고 전계

방사형 주사현미경(field emission sanning electron microsope 
: FESEM)인 Hitachi, SU8010을 이용하여 박막의 두께를 확인

하였고,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 AFM) Bruker, 
Multimode-N3-AM 장비를 이용하여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였다. ITO 박막 표면에 대한 각 원소들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분석을 위해 광전자 X-선 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으로 분석했다. 박막의 전기적 특성은 hall 
measurement system인 Ecopia, HMS-3000을 사용하였고, 광학

적 특성 분석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로 Sinco, S-3100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열처리 온도변화에 따른 ITO 박막에 대한 

음향 표면파의 속도측정을 위해 초음파현미경(scanning acoustic 
microscopy: SAM)인 Olympus, UH-3을 사용했다. 작동 주파

수 400 MHz의 탐촉자를 사용했으며, 접촉매질로는 증류수가 사

용되었다. 열처리 온도변화에 따른 ITO 박막의 기계적 특성은 

Nano-Indentation장비인 Micro Materials, NanoTest NTX 를 

사용하였다. 이때 기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박막 자체의 기계적 

탄성 및 소성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박막 두께의 1/10을 압입하

여 분석하였다[8]. 이들을 통해 박막의 소성변형지수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열처리 전과 200, 300, 400℃ 진공 열처리에 따른 

ITO 박막의 X선 회절팬턴을 보여주고 있다. XRD 회절은 2° 
/min로 scan으로 2θ = 20° ~ 80° 범위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결정화의 온도는 200℃부터 (211), (222), (400), (440), (211)방
향으로 peak가 관찰되었으며 다결정 박막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열처리 온도 300℃ 이상에서는 ITO 박막의 주 결정 성장 

방향은 (222)에서 강한 peak를 보여주었다. ITO의 결정화는 약 

200℃ 부근에서 형성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일정 온도 이하에

서는 결정상의 피크가 관찰되지 않는 비정질구조가 관찰된다고 보

고되고 있다[9]. 이는 In2O3, SnO2을 성분을 가지고 있는 타겟이 

상온에서 스퍼터링 증착 시 ITO 박막의 구조는 In 자리에 Sn이 

제대로 치환되지 못한다. 따라서 200℃부터 열에너지에 의해 In 
자리에 Sn이 치환되어 결정화가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

한 결정성의 향상은 박막에 열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 박막에서 

응력완화에 의한 회복(recovery)을 거쳐 원자들의 이동에 의한 재

결정화(recrystallization)에 의해 우선 방위인 (222) 면으로 결정

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열처리 온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주 결

정 성장 방향인 (222)에서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을 구하고, 아래의 Scherrer 공식(1)을 이용하여 계산

Fig. 1 XRD patterns of ITO thin films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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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0].

  cos

 ······························································· (1)

여기서 λ는 x선의 파장, β는 반치폭의 값, D는 결정립의 크기이

며, θ는 (222) 피크의 Bragg각으로 계산결과는 Table 1과 같다. 
ITO 박막의 결정립 크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222)방향의 반

치폭은 좁아지고, 피크의 세기는 높아져서 결정립 크기가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열처리 온도 200℃부터 박막의 결정립 크기

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 것으로 보아 ITO 박막의 회복과정을 

거쳐 재결정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FESEM으로 열처리온도의 변화에 따른 ITO 박막의 두

께를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350 nm 기준으로 오차범위 2% 이내

로 나타났으며, 열처리 온도에 따라 두께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2는 원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열처리 변화에 따른 ITO 박막

의 표면 거칠기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상온에서 증착된 ITO 
박막의 거칠기는 root mean square (RMS)값으로 0.78 nm이었

으나, 200℃부터 박막의 회복 및 재결정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

면서 1.22 nm로 증가한다. 이후 300℃에서 1.31 nm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재결정과정이 지속되고, 400℃에서 

1.54 nm로 약간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300℃부터 재결정화를 

거쳐 부분적 결정립성장의 변화로 인해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Table 1 X선 회절패턴 결과와 같이 온도 

증가에 따라 ITO 박막의 입자가 조대해진 결과와 유사하다고 판단

된다.
재활용된 타겟으로 제조된 ITO 박막의 열처리온도 변화에 따른 

구성원소들의 화학적결합을 XPS로 분석한 결과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Fig. 3(a)는 ITO 박막의 표면에서 wide scan한 XPS 분석결과

이다. 모든 ITO 기판에서 In3d과 Sn3d 그리고 산소의 결합에너지 

위치는 동일하였고, 각각의 원소들의 강도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박막표면에서의 표준탄소 C1s 스펙트럼은 모든 ITO 기판에서 확

인되었으며, 이를 비교하여 각 성분 원소피크의 위치를 보정하였

다. Fig. 3(b)는 열처리온도 변화에 따른 ITO 박막의 표면에서 

narrow scan을 통해 O1s 스펙트럼을 피팅 결과이다. O1s 스펙트럼

은 세 가지 피크 성분으로 분석되었다. 529.9 eV의 결합에너지

(binding energy: BE)를 갖는 산소-금속 결합과 BE = 531.2 eV
에서의 수소결합인 OH 그리고 탄소와의 결합인 BE = 532.5 eV
에서 유기산화물 결합이다. 열처리 온도가 상온에서 200℃, 
300℃로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재결정으로 금속, 수소 그리고 탄

소가 산소와의 결합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400℃에서 

열처리된 ITO의 경우 300℃에서의 산소-금속의 결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온에서 산소-금속의 결합보다 유기산화물과 OH 
결합의 수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c)는 

Fig. 3(b)에서 정밀 분석된 산소와 금속, 수소 그리고 탄소의 결합

수를 정략적으로 비교하였다. ITO 박막의 열처리 온도 300℃ 부
근에서 O1s는 In과 Sn과 결합하는 비가 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400℃ 부근에서 O1s는 H, C와 같은 불순물과의 반응이 약간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Fig. 4는 열처리 온도에 따른 ITO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라 ITO 박막 

내부의 비정질 구조는 원자들이 열에너지로 인하여 미세 조직의 

결정화로 비저항 값이 감소하게 된다[12]. 실험결과 상온에서 증착

된 ITO 박막의 비저항은 7.48 × 10-4 Ωcm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열처리 온도가 상온에서 200℃로 상승하면 2.50 ×
10-4 Ωcm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특히, 300℃에서 400℃ 증

가함에 따라 비저항은 1.8 × 10-4 Ωcm와 1.55 × 10-4 Ωcm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300℃에서 대부분의 결정립들이 재

결정화로 인해 결정성이 개선되었고, 400℃의 온도에서는 재결정

화가 마무리되고 부분적인 결정립성장으로 인해 비저항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광학적 특성은 가시광범위(400 ~ 800 nm)에서 ITO 박막의 열

처리 전과 후 80% 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보였다. 파장범위 550 

Table 1 Calculated grain size on (222) peak angles from XRD 
patterns of ITO Films with heat treatment temperatures

Temp. FWHM Grain size
R.T 0.2838 32.58

200℃ 0.2275 44.65

300℃ 0.2006 51.94

400℃ 0.194 54.25
(a) RT RMS=0.775 nm (b) 200℃ RMS=1.210 nm

 (c) 300℃ RMS=1.312 nm (d) 400℃ RMS=1.539 nm

Fig. 2 AFM image of ITO thin films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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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른 ITO 박막의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상온에서 ITO 박막의 광투과율은 75%로 측정되었고, 열처리된 

ITO 박막들의 광투과율은 평균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

온에서 증착된 박막의 경우 green light의 파장인 550 nm에서 광

투과율이 낮은 것은 박막내부에 존재하는 미세 비정질 구조의 

In2O3 내부에 치환되지 못한 Sn 금속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열처리를 진행함에 따라 박막은 결정화가 되면서 미치환된 Sn 
금속원자들의 감소와의 재결정화 및 부분적 결정립 서장에 의해 

결정립계의 감소로 투과도는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ITO 박막의 표면 및 내부 결함에 대한 비파괴 특성분석을 위해 

초음파 현미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ITO 박막에서 초음파

현미경의 V(z)곡선법으로 음향 표면파의 음속을 측정하였다. 이론

적으로 V(z)곡선은 디포커스싱(defocusing)에서 발생되는 정반

사성 음파(specularly reflected acoustic waves)와 누설표면파

(leaky surface acoustic wave)의 간섭효과로 설명된다[13,14]. Fig. 
5와 같이 음향 렌즈의 구경각에서 방사된 초음파는 시험편에 표면

에 수직 입사하고 경계면에서 반사하여 돌아오는 성분(#1)과 임계

각 근방에서 나타나는 누설표면파(leaky surface acoustic wave)
의 발생에 의해 표면을 전파하는 성분(#2)이 발생된다. 이때 버스

(a)

RT 200℃

300℃ 400℃
(b)

(c)
Fig. 3 XPS spectra of ITO thin films deposited with recycled 

target and at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s: (a) 
wide scan of energy elements on ITO thin films, (b) 
O1s narrow scan spectrum shows O-metal, O-H, and 
O-C. and (c) quantitative comparison of oxygen with 
metals, hydrogen, and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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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properties and resistivity of ITO thin films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s.

Fig. 5 Principle of V(z) curve generation of scanning acoustic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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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모드(burst mode)일 경우 정반사성 음파(1#)와 누설표면파

(#2)의 간섭효과로 인해 출력 신호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V(z)
곡선이 얻어진다. 그리고 V(z) 곡선에서 피크와 피크사이의 간격

(∆ )를 정밀하게 측정하게 되면 음향 표면파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

 




···························· (2)

여기서 는 물속에서의 음파속도, 는 사용 주파수 ∆는 

주기적 간격으로 음향 표면파의 속도( )를 구하였다.

실험 결과 Fig. 6과 같이 ITO 박막의 음향 표면파의 속도는 상

온에서 3076.3 m/s로 측정되었으며, 200℃에서 3134.3 m/s로 급

격히 증가되었다. 그리고 300℃와 400℃에서는 3154.1 m/s와 

3167 m/s로 음향 표면파의 속도가 미미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상

온에서 ITO는 표면과 박막 내부의 미세 결정입자와 비정질 상의 

존재로 인해 높은 결정립계 결함으로 음향 표면파의 속도가 느려

진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가 200℃ ~ 300℃ 부근으로 증가함에 

따라 음향 표면파 속도는 3080 m/s에서 3160 m/s로 급격히 빨라

짐을 보였다. 이는 열처리에 의한 박막 내부의 미세조직의 회복 

및 재결정화 되어 결정립계 결함의 감소에 따른 초음파 진행 장벽

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15]. 반면 400℃에서는 박막내부

의 부분적 결정립 성장이 나타났으나, 결정립계 결함 면적의 감소

가 미미하여 초음파 속도의 증가 또한 미미 하였다. Fig. 6와 Fig. 
2의 박막 표면 및 내부 결함에 대한 비파괴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

하면 초음파의 진행속도는 박막의 표면 거칠기의 증가보다 박막 

내부의 결정입계 결함의 감소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온도변화에 따른 ITO 박막의 나노인덴테이션의 결과이

다. 일반적으로 나노인덴테이션은 나노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16]. Fig. 7과 같이 나노인덴테이션으로 

얻어지는 전형적인 loading & unloading의 변위곡선으로 압입깊

이를 제어하거나 압입하중을 제어하여 측정하면서 경도, 탄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17]. 그리고 소성지수(plasticity 
index: PI)는 식 (3)과 같이 소성영역 부분(plastic work:  )과 

탄성역역 부분(elastic work:  )의 합에 대한 소성역역( )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박막의 내구성(durability)을 평가 

할 수 있다[18].

         ························· (3)

Fig. 8은 열처리 온도변화에 따른 ITO 박막에서의 load-depth

Fig. 6 Surface acoustic wave velocity of ITO thin films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s

Fig. 7 A schematic of typical indentation load-depth curve

(a) RT  (b) 200℃

(c) 300℃ (d) 400℃
Fig. 8 Indentation load-depth curve of ITO thin films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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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이다. 이들로부터 소성지수와 탄성계수 값의 변화를 Fig. 9
에 나타냈다. PI 값은 상온에서 0.4645로 측정되었으며, 200℃와 

300℃에서 0.5077와 0.511로 약 9 ~ 10%정도 증가됨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400℃에서 열처리된 박막은 0.5053으로 300℃에서 

보다 0.0024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elastic modulus의 결과

와 유사하게 확인되었는데 이는 300℃까지 재결정으로 인해 일정

한 상태로 결정립이 성장되었지만 400℃에서는 부분적인 결정립

의 조대화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결정립 크기 

증가로 인한 기계적 특성의 감소는 Hall-Petch 효과와 유사한 경

향을 판단된다[19].

4. 결 론
본 연구에서 재활용된 소재로 만든 ITO 타겟을 이용하여 상온에

서 증착한 ITO 박막의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른 박막의 표면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ITO 박막은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라 전기적 특성은 상온에서 200℃ 이상으로 증가하면 

비저항값 7.48 × 10-4 Ωcm에서 1.55 × 10-4 Ωcm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면저항 값으로 7 Ω/□ 미만의 우수한 저항 값을 보

였다. 광학적 특성은 광투과율은 550 nm파장에서 열처리 진행시 

전체적으로 85%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ITO 박막의 표면 및 내부 

결함에 대한 음파현미경을 이용한 비파괴 특성분석 결과 박막 표

면보다 박막 내부 결함 농도 변화에 의한 효과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나노인덴터를 이용한 기계적특성 실험결과 박막의 내

구력을 평가하는 소성지수는 열처리온도 300℃에서 0.511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ITO 박막에서 열처리 시 재결정화 부근의 온도인 200

~ 300℃에서 투명전극특성 및 기계적 특성이 가장 안정화됨을 보

였다.

후 기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3M2A
2A9043274).

References

[1] Dang, M. T., Brunner, P. L. M., Wuest, J. D., 2014, A Green 
Approach to Organic Thin-film Electronic Devices: Recycling 
Electrodes Composed of Indium Tin Oxide (ITO), ACS 
Sustainable Chem. Eng., 2:12 2715-2721, https://doi.org/10.
1021/sc500456p.

[2] Hoshi, Y., Kato, H. O., Funatsu, K., 2003, Structure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ITO Thin Films Deposited at High 
Rate by Facing Target Sputtering, Thin Solid Films, 445:2 
245-250, https://doi.org/10.1016/S0040-6090(03)01182-9.

[3] Kurdesau, F., Khripunov, G., Da Cunha, A. F., Kaelin, M., 
Tiwari, A. N., 2006, Comparative Study of ITO Layers 
Deposited by DC and RF Magnetron Sputtering at Room 
Temperature,  J. Non-Cryst. Solids, 352:9-20 1466-1470, 
https://doi.org/10.1016/j.jnoncrysol.2005.11.088.

[4] Dao, V. A., Choi, H., Heo, J., Park, H., Yoon, K., Lee, Y., Yi, 
J., 2010, rf-Magnetron Sputtered ITO Thin Films for 
Improved Heterojunction Solar Cell Applications, Curr. 
Appl. Phys., 10:3 S506-S509, https://doi.org/10.1016/j.cap.20
10.02.019.

[5] Yang, J., Retegan, T., Ekberg, C., 2013, Indium Recovery 
from Discarded LCD Panel Glass by Solvent Extraction, 
Hydrometallurgy, 137 68-77, https://doi.org/10.1016/j.hydro
met.2013.05.008.

[6] Shin, S. R., Lee, H. B., Jin, W. Y., Ko, K. J., Park, S., Yoo, S., 
Kang, J. W., 2018, Improving Light Extraction of Flexible 
OLEDs Using a Mechanically Robust Ag Mesh/ITO Composite 
Electrode and Microlens Array, J. Mater. Chem. C, 6:20 
5444-5452, https://doi.org/10.1039/C8TC01415A. 

[7] Biswas, N., Ghosh, P., Sarkar, S., Moitra, D., Biswas, P. K., 
Jana, S., Mukhopadhyay, A. K., 2015, Nanomechanical 
Properties of Dip Coated Indium Tin Oxide Films on Glass, 
Thin Solid Films, 579 21-29, https://doi.org/10.1016/j.tsf.20
15.02.030.

[8] Kim, B. S., Yun, J. D., Kim, J. K., 2003, Characterization of 
Thin Film Materials by Nanoindentation and Scanning 

Fig. 9 Plasticity Index and Elastic Modulus of ITO thin films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s



Yeong-Jun Mo et al.

140

Probe Microscopy, Korean J. Mater. Res., 13:9 606-612, 
https://doi.org/10.3740/MRSK.2003.13.9.606.

[9] Heo, S. B., Kim, S. Y., Kim, S. H., Kim, S. K., Kim, Y. S., Kim, 
D., 2013, Effect of Vacuum Annealing on the Properties of 
ITO Thin Films, J.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t Treatment, 
26:2 55-58, https://doi.org/10.12656/jksht.2013.26.2.55.

[10] Ali, K., Khan, S. A., Jafri, M. Z. M., 2014,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ITO/  Anti-reflective Films for 

Solar Cell Applications, Nanoscale Res. Lett., 9:1 175, 
https://doi.org/10.1186/1556-276X-9-175.

[11] Lii, D. F., Huang, J. L., Jen, I. J., Lin, S. S., Sajgalik, P., 2005, 
Effects of Annealing on the Properties of Indium-tin Oxide 
Films Prepared by Ion Beam Sputtering, Surf. Coat. Technol., 
192:1 106-111, https://doi.org/10.1016/j.surfcoat.2004.03.025.

[12] Nam, E., Kang, Y. H., Son, D. J., Jung, D., Hong, S. J., Kim, Y. 
S., 2010, Electrical and Surface Properties of Indium Tin 
Oxide (ITO) Films by Pulsed DC Magnetron Sputtering for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as Anode Material, Surf. Coat. 
Technol., 205 S129-S132, https://doi.org/10.1016/j.surfcoat.
2010.06.060. 

[13] Miyasaka, C., Park, I. K., Park, T. S., 2010,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Nanostructured Thin Film System Using 
Scanning Acoustic Microscopy, J. Korean Soc. Nondestruc. 
Test., 30:5 437-443. 

[14] Park, T. S., Kwak, D. R., Park, I. K., Miyasaka, C., 2012, 
Evaluation of Adhesive Strength for Nano-structured Thin 
Film by Scanning Acoustic Microscope, J. Korean Soc. 
Nondestruc. Test., 32:4 393-400, https://doi.org/10.7779/JK
SNT.2012.32.4.393.

[15] Keran, Z., Mihaljević, M., Runje, B., Markučič, D., 2017, 
Ultrasonic Testing of Grain Distortion Direction in Cold 
Formed Aluminium Profile, Arch. Civ. Mech. Eng., 17:2 
375-381, https://doi.org/10.1016/j.acme.2016.11.003.

[16] Zhang, S., 2010, Nanostructured Thin Films and Coatings: 
Mechanical Properties, CRC Press, New York.

[17] Briscoe, B. J., Fiori, L., Pelillo, E., 1998, Nano-indentation of 
Polymeric Surfaces, J. Phys. D Appl. Phys., 31:19 2395, 
https://doi.org/10.1088/0022-3727/31/19/006.

[18] Beake, B. D., Fox-Rabinovich, G. S., Veldhuis, S. C., Goodes, 
S. R., 2009, Coating Optimisation for High Speed Machining 
with Advanced Nanomechanical Test Methods, Surf. Coat. 
Technol., 203:13 1919-1925, https://doi.org/10.1016/j.surfco
at.2009.01.025.

[19] Ghassemali, E., Riestra, M., Bogdanoff, T., Kumar, B. S., 
Seifeddine, S., 2017, Hall-Petch Equation in a Hypoeutectic 
Al-Si Cast Alloy: Grain Size vs. Secondary Dendrite Arm 
Spacing, Procedia Engineering, 207 19-24, https://doi.org/10.
1016/j.proeng.2017.10.731.

Yeong-Jun Mo
Master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research interest is Nondestructive 
Evaluation and Nano-Micro Technology.
E-mail: yeongjunmo@gmail.com

Ki-Seong Lee
Researcher in the Graduate School of 
NID Fusing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research interest is Material and Nano-Micro 
Technology. 
E-mail: kiseonglee0@gmail.com

Tae-Sung Park
Research Professor in the NDT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research interest is 
Nondestructive Evaluation. 
E-mail: taesung78@seoultech.ac.kr 

Ik-Keun Park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Automotiv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research interest is Nondestructive Evaluation. 
E-mail: ikpark@seoultech.ac.kr.ac.kr 

Young Sung Kim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NID Fusing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research interest 
is Material and Nano-Micro Technology. 
E-mail: youngsk@seoultech.ac.kr


	재생타겟으로 제조된 ITO 박막의 표면 및 기계적 특성 연구
	ABSTRACT
	1. 서론
	2. 실험 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