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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마그네트론 스퍼터 방법에 의한 
다결정 NiO 박막의 비저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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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 산화물 타겟을 이용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 방법으로 유리 기판 위에 NiO 박막을 Ar 가스만을 사용하여 증착하였으며, 
증착 온도에 따라 NiO 박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XRD 측정으로부터 증착된 박막의 결정구조는 200oC 이하에서 
(111) 면의 우선 배향성으로 보이다가 350oC 이상에서 (220) 면의 우선 배향성을 가지는 다결정 입방구조임을 확인하였다. 
NiO 박막의 전기적 특성의 변화는 기판의 온도가 200oC까지는 105 Ωcm의 부도체에 가까운 높은 비저항을 보였고 기판의 온
도가 300oC 이상에서는 10-1∼10-2Ωcm의 도체의 특성을 보이는 낮은 비저항으로 감소하는 Mott-Insulator Transition 
(MIT) 현상을 관측하였다. NiO 박막 내의 증착 온도 변화에 따른 ∼107 정도의 큰 비저항 변화를 결정성, 결정립의 변화 및 
밴드 갭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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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NiO 박막은 화학적 안정성과 우수한 전기적, 자기적 성질로 

반자성 재료 [1], 전기착색 디스플레이 소자 [2], 비휘발성 
메모리 [3], 화학 센서 [5] 및 p-형 투명 전극 재료 [6]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NiO는 밴드 갭이 상온에서 Eg= 
3.6-4.0 eV으로 알려진 p-형 반도체 재료이다. p-형 반도체
의 전기 전도 기구는 NiO 격자내의 국부적인 Ni3+ 이온의 
존재에 [7]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공(hole) 전도의 
원인으로 알려진 결점(defect)으로는 Ni2+ 이온 공공(vacancy) 
또는 침입형(interstitial) 산소 원자들로 알려지고 있다. 각 
Ni2+ 이온 공공은 2개의 Ni3+ 이온으로 대체되고, 이들은 전기
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자의 받개(acceptor)로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Gibbons 등에 [9] 의해 
결정성 NiO 박막에서 저항 스위칭(resistive switching) 현상
이 보고된 이래, 비휘발성 재료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iO의 저항 스위칭 현상은 NiO 박막의 비저항 값의 정도에 
의존성이 높으며 또한 접촉 전극 물질과의 일함수(work 
function)에 따라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비저항의 

크기가 큰 103 Ωcm 이하에서는 저항 스위칭 이력(hysteresis) 
현상이 나타나지만 103 Ωcm 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10]. 또한 Ti, Al 등 큰 일함수 차이를 
보이는 금속에 대하여는 Schottky 접촉으로 인하여 역시 저항 
스위칭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 
이와 같이 NiO의 비저항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는 것은 소자로
의 응용 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iO 박막의 비저항 
조절시 발견된 107 정도의 거대 비저항 변화를 관측하였고, 
이러한 큰 metal-insulator-transition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II. Experiments
1. NiO 박막의 증착

NiO 박막은 유리기판(Corning 1727) 위에 RF 마그네트
론 스퍼티링을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타겟으로는 순도 
99.99% NiO (99.99% purity, LSD co.) 상용 2인치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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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variation of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NiO thin films at different substrate tem-
perature (a) R.T, (b) 150oC, (c) 200oC, (d) 
300oC, (e) 350oC, (f) 400oC.

Figure 2. Texture grade of NiO thin films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

을 사용하였다. 기판의 크기는 20×20 mm2의 크기로 절단
하여, 증착하기 전에 아세톤-메탄올-에탄올 용액 순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척하였고, 증류수로 10분 간 초음파 
세척기에 담근 후 질소가스 분위기에서 증착 진공조 내의 
기판 홀더를 장착하였다. 스퍼터용 플라즈마 가스로는 아
르곤(99.999%)만을 사용하였으며, 증착 전 진공조의 압력
은 6.7×10-3 Pa 범위에서 조절하였다. 스퍼터 타겟은 기
판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상향식 증착 방식을 사용하였고. 
NiO 박막은 기판과의 거리 110 mm, RF 인가전력 100 W로 
고정하였으며, 작동압력을 0.53 Pa에서 기판온도는 상온
에서 400oC까지 변화시키면서 두께는 120∼140 nm 범위
에서 증착하였다. 

2. NiO 박막 물성의 측정

NiO 박막의 결정구조 조사는 X-ray diffraction (M18XHF- 
SRA, Mac Science, Japan, Cu K=1.5406Å)을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결정 구조와 결정화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표면 구조와 거칠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Atomic force micro-
scopy (D/Max -3,000, Veeco)를 사용하였다. 전기 비저항
과 지벡(Seebeck) 계수는 Keithely 485를 이용하여 4-프로
브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박막의 광학적 조사는 UV-Vis 
스펙트로미터(Lambda-18)를 이용하여 200∼800 nm구간

에서 광투과도를 측정하였다. 박막의 국부적인 구조를 조사하
기 위하여 NEXAFS(near edge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PAL 2B1 SGM 빔라인) 실험을 실시하였고, O 
K-edge와 Ni L3,2 edge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얻었다. 

III. Result
Fig. 1은 유리기판 위에 기판의 온도변화에 따른 NiO 박

막의 XRD 피크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기판의 온도변화
에 따른 NiO 박막은 (111), (200), (220) 결정면과 관련한 
피크들이 관찰되었다. 이로부터 NaCl 구조의 다결정 NiO 
박막의 형성을 알 수 있었다. XRD 피크의 강도(intensity) 
변화를 이용하여 식 (1)에 의해 박막의 조직화 정도(texture 
grade)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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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C는 texture grade이고, I0는 NiO 입방(cubic)
구조에서 피크의 세기로, JCPDS-file 4-835로부터 얻을 
수 있다. I는 Fig. 1의 XRD데이터를 통해 얻은 피크의 세
기이다. Fig. 2는 식 (1)을 통해 얻은 박막 조직화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계산된 값으로부터 증착된 박막의 결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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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nsity of grain boundaries and grain size 
of NiO thin films at different substrate tem-
perature.

Substrate 
temperature

(oC)

(hkl)
(111) (200) (220)

2θ(o) α(Å) 2θ(o) α(Å) 2θ(o) α(Å)
R.T 37.16 4.186 43.19 4.184 62.65 4.189
150 37.15 4.187 62.57 4.194
200 37.45 4.155 43.83 4.126 62.68 4.187
300 37.09 4.193 62.66 4.188
350 37.11 4.191 62.62 4.191
400 37.15 4.187 62.61 4.191

Table 1. Calculated lattice constant of the NiO thin 
films

조는 200oC 이하에서 (111) 면의 우선 배향성으로 보이다가 
350oC 이상에서 (220)의 우선 배향성으로 변화해 가는 것
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XRD 회절 조건인 2dsinθ=nλ로 부터 계산한 
격자상수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200oC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NiO 박막은 평균적으로 a=4.18Å으로 NiO 분말 
벌크(a=4.17Å) 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진다. 기판의 온도 변화에 
따라 격자상수 값의 변화가 있지만 평균 오차가 +0.24% 미만
으로 격자상수의 변화는 크지 않다. 하지만 200oC에서 증착 
된 NiO 박막의 경우 (220) 결정면을 제외한 (111), (200) 면으
로 부터 계산된 격자 상수값은 각각 4.155Å과 4.126Å으로 
벌크 값에 비하여 각각 -0.36%, -1% 정도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결정립(grain) 크기는 Scherrer 공식 (2)에 의하여 예측
하여 보면 [12],

 cos
 (2)

여기에서 t는 결정립의 크기(nm)이고, λ는 X선 파장길
이(1.5406Å), θ는 Bragg각(rad), β는 결정자의 크기에 
의한 회절선 폭(rad)을 말한다. 각각 결정립의 크기는 상온
부터 기반의 온도를 400oC로 증가함에 따라 36.1 nm, 
36.3 nm, 30.0 nm, 33.5 nm, 24.5 nm, 18.5 nm이다.

결정립계 밀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결정립계를 조합시킨 
과잉 자유 부피의 값(excess free volume)을 식 (3)을 통해
서 계산하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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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식 (2)를 통해 구했던 결정립의 크기이고, d
는 결정립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한 값으로 결정립
면의 두께(d=1 nm)이다.

결정립계(grain boundaries)의 밀도(△VF%)값은 기판
의 온도가 상온부터 400oC로 증대됨에 따라 2.79%, 2.77%, 
3.36%, 3.07%, 3.97%, 5.47%의 값으로 계산된다. 결정립
의 크기가 감소하면 결정립계 자유 부피 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iO 박막의 표면형상과 거칠기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
여 AFM (Atomic Force Microscopy)으로 표면의 미세구조
와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였으며, Fig. 4(a)는 박막의 표면형
상 및 AFM 스캔으로부터 얻어진(식 (3) 참조) 표면 거칠기 
σrms (root-mean-square) 값(Fig. 3(b))을 나타내었다. 

 





  



 


(4)

식 (4)에서 Zi, Zave는 주어진 픽셀의 값과 모든 scan 영
역 내의 픽셀의 평균값이고 N은 총 픽셀의 수이다. 거칠기 
값은 기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온일 때 σrms=1.25 
nm에서 400oC일 때 σrms=3.16 nm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c)의 선 scan 형상에서 보듯이 온도가 상승
함에 따라 상온의 경우 표면심도가 2 nm에서 200oC에서 4 
nm, 400oC 6 nm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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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a) Atomic force microscopy (AFM) images of NiO thin films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 (b) 
Root-mean-square values of surface roughness (σ) of NiO thin films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 
(c) Atomic force microscopy (AFM) line scan of NiO thin films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

(a) (b) (c)

   

Figure 5. (a) The variation of spectral transmittance of NiO thin films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 (b) Optical 
band gap and (c) grain radius of NiO thin films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표면에서 스퍼터된 Ni과 O 원자들의 
표면 이동도(surface mobility)가 증가되고 빠른 핵형성에 
따른 결정립의 성장이 커짐에 따른 표면 조도의 증가가 원
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Fig. 5(a)는 기판의 온도변화에 따른 NiO 박막의 투과도
를 나타낸 것이다. 투과도의 경우 기판 온도가 상온에서 증
가함에 따라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oC에서 증착된 
NiO 박막이 λ=550 nm에서 53.5%의 가장 높은 투과도를 
보였으며, 박막의 전체평균 투과도는 57.89%이다. 온도가 
200oC보다 높은 경우 모두 상온에서 증착된 박막보다 낮은 
투과도를 보였다. 투과도 곡선을 이용하여 NiO 박막의 광
학적 밴드갭(Band gap)을 계산하였다. 

ambert-Beer-Bouguer 공식 (5)를 사용하여 흡수계수 
α (cm-1)를 구할 수 있고, 

α=ln(1/T)/d (5)

식 (4)에서 T는 투과도, t는 박막의 두께를 나타낸다. 흡
수계수와 입사광의 에너지(h)와의 관계식 (5)로 부터 광학
적 밴드갭을 구할 수 있다 [14].

(αhν)1/n=An(hν-Eg) (6) 

식 (6) An은 상수, Eg는 광학적 밴드갭, n은 전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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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variation of resistivity of NiO thin films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

에 따른 상수값이다. n= 1/2, 2, 3/2, 3 값은 각각 허용된 
직접전이, 허용된 간접전이, 금지된 직접전이 및 금지된 간
접 전이를 의미한다. 밴드갭은 흡수단 부근에서 일차적으
로 변화하는 부분의 외삽법을 통하여 흡수계수가 0이 되는 
광에너지 값으로 결정된다. 

Fig. 5(b)는 투과도 곡선을 이용한 NiO 박막의 광학적 
밴드갭(Band gap)을 나타낸다. Fig. 5(b)에서 보듯이 온도
가 200oC일 때 3.701eV로 가장 큰 밴드갭을 가진다. 
200oC 이하에서 기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밴드갭이 
증가하다가 300oC 이상에서 밴드갭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밴드갭과 유효질량 근사법(effective 
mass approximation)을 사용하여 NiO 결정립의 평균 반
경을 아래 식(7)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보았다.

)11(
2 **2

22

he
g mmR

E +=D
ph

(7)

Eg는 NiO 벌크의 Eg와 Fig. 5 (b)에서 구한 긴 파장 흡수
단(long-wave edge)의 광에너지와의 차이이다. NiO의 밴
드갭으로는 3.66eV를 사용하였으며 [15], 전도대의 전자 유
효질량 m*e로는 0.11 mo, 가전자대의 정공 유효질량 m*h로
는 0.32 mo를 사용하였다 [16].

Fig. 5(c)는 밴드갭으로부터 계산된 NiO 결정립의 평균 
반경을 나타낸다. 기판의 온도가 상온에서 400oC로 증가함
에 따라 평균반경이 16.11 nm, 18.00 nm, 11.28 nm, 18.00 
nm, 8.86 nm, 8.71 nm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밴드갭을 이용한 NiO 결정립의 평균 반경은 XRD를 
통해 얻은 결정립의 크기(평균직경) t의 변화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 보듯이 증착된 NiO 박막의 비저항(ρ)은 기판
의 온도가 상온에서 200oC까지는 3.5×104

∼2×105 Ωcm 
정도의 높은 비저항 값을 보였고, 기판의 온도가 300∼
400oC로 증가하면 10-1

∼10-2 Ωcm의 낮은 비저항으로 급
격히 감소하였다. 기판 온도가 200oC에서 300oC로 변할 때 
비저항이 ∼107 정도의 매우 큰 비율로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Mott가 제안한 금속-부
도체(MIT: metal-insulator transition) 전이와 같은 현
상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급격한 비저항의 감소의 원
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보았다.

Mattiessen 공식 [17]에 의해 박막의 비저항 값은 여러 

가지 전자의 산란과정에 의한 결과로 (8)식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siGBPDPf rrrrrr ++++= (8)
여기서 ρp는 격자의 열적 진동 즉 포논(phonon)에 기인하는 

비저항이고, ρPD는 점 결함(point defects), ρGB는 전자와 결정
립계(grain boundaries)사이의 충돌에 의한 비저항성분, ρi는 
불순물들에 의한 저항성분, ρs는 표면산란에 의한 비저항성분
이다. 본 실험에서는 박막이 증착되는 동안 추가적인 불순물이 
없었고 비저항값을 일정한 온도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포논과 
불순물에 의한 비저항성분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박막
의 두께(120∼140 nm)가 Ni, O의 전자 평균 자유 행로
(electronic mean free path) 20, 10.2 nm보다 충분히 두꺼운 
두께를 가지므로 표면산란에 의한 저항성분도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박막의 전체 저항값은 점 결함(point defects)과 결정립
계(grain boundaries)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실험에서
도 온도 변화에 따른 박막의 결정자크기의 감소에 따라 비저항
값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착된 NiO 박막의 국부적인 구조를 조사하기 위하여 
NEXAFS (near edge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실험을 실시하였고, O K-edge와 Ni L3,2 edge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얻었다. Fig. 7(a)에서 보듯이, 528 eV 근처의 
pre-edge는 O1s 궤도에서 O2p 궤도와 Ni 3d 전자 궤도 
사이의 혼성화(hybridization) 궤도로의 흡수를 나타내며, 
533eV와 536eV에 중심을 둔 피크들은 각각 O2p-Ni4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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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 NEXAFS O K-edge and (b) Ni L3,2 edge of NiO thin film deposited at RT-400oC. (a) R.T, (b) 150oC, 
(c) 200oC, (d) 300oC, (e) 350oC, (f) 400oC.

O2p-Ni4p의 혼성화 궤도의 흡수에 의한 것이다 [18-20].
Fig. 7(b)의 경우 Ni L3, L2 피크는 Ni 2p3/2, 2p1/2궤도에

서 Ni 3d궤도가 각각 t2g와 eg 궤도로 나눠져 그에 해당되는 
전이로부터 2개의 부피크(subpeak) 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Ni L3의 경우 853.8eV와 실선으로 표시된 shoulder 피크가 
이에 해당한다. NiO의 밴드갭은 주로 가전도대(valance 
band)의 최고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는 O2p 에너지 레벨과 
전도대의 제일 낮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Ni3d 에너지 레벨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 Fig. 7(a)의 O K-edge 중 O1s에서 
O2p-Ni3d 혼성궤도로의 전이를 나타내는 pre-edge의 에
너지의 변화는 밴드갭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pre-edge에너지의 증대는 전도대 에너지 준위의 증대를 의
미하며, 이는 밴드갭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Fig.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온에서 200oC로 기판온도가 증가됨에 따
라 pre-edge의 에너지는 528eV에서 528.3 eV까지 증대하
다가 400oC로 증대함에 따라 다시 527.7 eV로 감소하였고, 
200oC와 400oC의 경우 약 0.6 eV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즉 200oC까지는 밴드갭이 증대하였으며, 그 이상의 온도
에서는 밴드갭이 감소함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200oC까지는 
저항이 증대하는 부도체(insulator), 그 이상에서는 다시 저
항이 감소하는 금속(metal)성의 전기적 성질을 가지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고 Fig. 6의 결과를 잘 설명하여 준다. 한편 
Terakura 등에 [21] 의해서 보고된 바와 같이 스핀 교환
(exchange)과 상관(correlation)을 고려한 국재 스핀 밀도
(local-spin- desnity) 방법으로 NiO 경우 (111) 면으로 반

강자성(anitferromagnetic) 특성을 가지도록 Ni과 O의 원
자가 배열하고 있는 경우, Ni 3d 원자준위 중 eg밴드가 좁아
지는 것으로 인해 저항이 높은 부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것을 계산적으로 증명하였다. Fig. 5와 Fig. 6으로부터 
상온에서 200oC까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NiO (111)의 우선 
배향성을 가지는 박막의 저항이 매우 높은 부도체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Terakura 등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iO(220)면이 우선 배향성을 가지는 박
막의 경우 300∼400oC에서의 비저항 감소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위와 같은 이론적인 계산을 통하여 Ni 3d원자준위 중 
eg, t2g 밴드의 에너지 준위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I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NiO(99.99%) 스퍼터링 타겟을 이용하여 

NiO 박막을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증착하였
다. NiO 박막의 증착 조건 중 Ar가스 및 RF 스퍼터링 출력 
그리고 타겟과 기판과의 거리를 고정시키고 기판의 온도를 
변화시켜 비저항의 변화를 보았다. 

유리기판에 증착된 NiO 박막은 NaCl 구조의 다결정 NiO 
박막의 결정구조를 갖고, 기판의 온도 변화에 따라 200oC 
이하에서 (111) 면의 우선 배향성으로 보이다가 300oC 이상
에서 (220)의 우선 배향성을 갖는다. 격자상수는 평균적으
로 a=4.18Å으로 NiO 분말 벌크(a=4.17Å)보다 큰 값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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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결정자의 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기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는 증가하고, 박막의 투과도는 
기판의 온도가 200oC에서 가장 높은 투과도를 보였다. 광학
적 밴드갭은 200oC 이하에서 기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 증가하다가 300oC 이상에서 감소하였다. 밴드갭을 이용
한 NiO 결정자의 평균 반경은 XRD를 통해 얻은 결정자의 
크기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착된 NiO 박막의 비저항(ρ)이 기판의 온도가 상온에
서 200oC까지는 높은 비저항을 보이다가 기판의 온도가 
300∼400oC로 증가하면 낮은 비저항으로 급격히 감소하
는 것은 광학적 밴드갭의 감소에 의한 결함(defects)과 결
정립계(grain boundaries)의 변화에 의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고, O K-edge NEXAFS 실험을 통해 pre-edge 에너
지가 200oC 까지는 증대하다가 400oC 까지는 다시 감소하
는 것은 밴드갭의 변화로부터 200oC와 300oC 사이에서 
Mott-Insulator-Transition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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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ssal Resistivity Change of Polycrystalline 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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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rystalline NiO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glass substrate by RF magnetron 
sputtering using only Ar as a plasma sputter gas. based on the analysis of x-ray diffraction 
(XRD), NiO films had a polycrystalline cubic (NaCl type) structure. NiO thin films grown 
below and above 200oC showed preferred orientation of (111) and (220) respectively. It 
showed colossal change in electrical resistivity as much a ∼107 order form an insulating 
state of 105 Ωcm below 200oC to a conducting state of 10-2∼10-1 Ωcm above 300oC such 
a Mott metal-insulator transition (MIT) in polycrysta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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