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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OLED, 터치패널, 박막 태양전지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는 

indium tin oxide (ITO) 박막이다.[1] ITO 박막은 전기

적,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다. ITO 박막은 brittle한 

특성 때문에 유연 소자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ITO 박막이 터치패널이나 박막 태양전지 등에 사용

될 때 장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 되어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2] ITO  박막은 장시간 외부 환경 

노출 시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박막이 com-
pressive stress 혹은 tensile stress를 받아 파괴될 수 

있다. ITO 박막에 대한 조성 개발 및 제조공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으나, 신뢰성과 관련

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TO 박막과 플렉서블 투명

전극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CNT 및 metal grid 
샘플을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하여 온도에 의한 

투명전극의 특성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은 고온 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한  ITO,  CNT, metal grid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  ITO, CNT의 두께는 각각 200 nm, 
20 nm이며, metal grid의 Ag 패턴은 두께가 100 nm, 
폭 7 um이다. Table 1은 제작 방법, 초기저항, 제작 

후 투과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Schematic drawing of samples

Table 1 Resistance and transmittance before test

   ITO  CNT Metal Grid

Fabrication 
process

DC magnetron 
sputtering Spray coating DTR

Resistance (Ω) 194.5 320.9 66

Transmittance 
at 550 nm 85.7 85.4 87.4

ITO, CNT, metal grid를 대상으로 고온 환경 조건

에서 신뢰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고온 환경시험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챔버의 온도를 

85℃로 유지하여 샘플을 30분 동안 고온에 노출시

켰다. 2단계는 85℃에서 상온으로 30분 냉각시키는 

단계이며, 마지막 3단계는 냉각된 샘플들을 다시 

85℃의 온도에 6시간 동안 노출시켰다. 총 3단계의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저항을 측정하였으며, 3단계

에서는 1시간 마다 저항을 측정하였다.
전기적 특성 측정 시 사용한 방법은 multi meter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저항을 측정 하였고, 투과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고온 환경 조건에서 장시간 노출시킨 

ITO, CNT, metal grid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나타낸

다. CNT, Metal Grid는 1단계의 시험에서 저항이 

증가되었으며, 2단계에서는 다시 저항이 감소하였

다. 그러나 3단계 실험에서 열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저항이 점차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ITO는 

총 3단계의 실험 중 점차적으로 저항이 감소하여 

약 18%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온의 챔버 

내의 산소들이 ITO 박막내의 점결함을 채워주게 

되어 상대적으로 높아진 캐리어에 의해 저항이 감

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판의 열팽창계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온에 노출된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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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은 기판과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com-
pressive stress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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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resistance change  under high 
temperature

Fig. 4는 고온 환경 조건에서 장시간 노출시킨 

ITO, CNT, metal grid의 광학적 특성 변화를 나타낸

다. 실험 후, Wavelength 550nm에서 ITO는 84%, 
Metal Grid는 85%의 투과도를 나타내어 실험 전 

투과도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CNT는 실험 후 Wavelength 550nm에서 

74.2%의 투과율을 보여 CNT의 광학적 특성이 온도

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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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of transmittance (a) before thermal 
reliability test and (b) after thermal reliability test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ITO, CNT, 
metal grid를 대상으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분석

하였다. 시험 결과 metal grid가 고온의 환경에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제일 우수하였다. 반면 CNT
는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ITO, metal grid에 

비해 전기적, 광학적으로 온도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TO 박막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산소의 과도한 침투 및 residual 
stress로 발생된 미세 Crack에 의한 성능 저하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CNT 및 metral grid가 ITO를 

대체하여 유연 터치패널 및 태양 전지에 적용된다

면, 열변화에 강한 전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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