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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Oxide/Metal/Oxide 구조의 유연한
투명히터를 제작하였다. TCO 물질 중 투명전극으로 많이 활용
되는 ITO의 대체 물질로 ZnO를 사용하였다, 우수한 전기적 특
성과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ZnO/Ag/ZnO 복합체를 PET 기판에
증착하였고, 투명히터에 대해서 전기 전도성, 가시광 투과도,
bending 특성, 발열 특성을 측정하였다. ZnO/Ag/ZnO 투명히터
에서 ITO/Ag/ITO 투명히터와 비교하여 더 낮은 표면저항, 더
높은 가시광 투과도, 우수한 발열 특성 및 bending 특성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ZnO/Ag/ZnO 투명히터를 통해 ZnO가 ITO를
대체해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고 유연성을 가지는 투
명히터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Abstract

1. 서

론

투명히터는 줄의 법칙 (Joule’s law)을 통해 열이 발생하는 장
치이다. 최근 TCO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물질을 활
용해서 유연한 투명히터를 웨어러블한 전자기기, 센서,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1]. TCO 물질 중 현재 각광받는 물질은 ITO (Indium
Tin Oxide)이다. ITO는 넓은 밴드갭과 높은 가시광 투과도를
가지며 표면저항이 낮아 광전소자의 투명전극으로 가장 많이 쓰
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듐 수급문제의 불안으로 ITO의 가격
이 상승하고 있으며, 결정성의 박막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온증
착이 필요하므로 열에 약한 PET 기판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ITO는 banding에 취약해서 유연한 투명히터로 제작
하기에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O를 대체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ZnO는 ITO와 마찬가지로 넓은 밴
드갭을 가지고 높은 가시광 투과도를 가진다. 하지만 ZnO는
ITO에 비해 높은 비저항을 가지고 있다. ZnO의 높은 비저항은
OMO (Oxide/Metal/Oxide) 구조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OMO
구조의 표면저항은 Metal 층의 낮은 비저항에 종속되므로 ZnO
의 높은 비저항은 투명히터의 전체 표면저항에 영향이 적다[2].
본 실험에서는 ZnO와 OMO 구조를 적용한 ZnO/Ag/ZnO 구조
의 유연한 투명히터를 제작해서 전압별 발열 특성, 광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 bending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본

투명히터의 발열 특성, 광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 bending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ITO/Ag/ITO 샘플을 같은 두께로 제작하
여 비교 및 분석하였다.
아두이노와 Thermocouple 모듈을 이용하여 전압별 투명히터의
발열 특성을 측정하였다. UV-2600을 통해서 투과도를 측정해
광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4-Point Probe 를 이용해서 샘플의
전기적 특성과 bending 후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3].

<그림 1> 투명히터 구조 및 사진
2.2 실험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PET 기판에 증착한 ZnO/Ag/ZnO 투명히터의 구
조를 나타낸다. 상층, 하층부의 ZnO는 모두 50nm로 증착하였고,
가운데 Ag층은 8nm로 증착하였다.
투명히터의 발열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면 전극의 Ag에 전
압을 인가하였다. <그림 2> (a)는 ITO/Ag/ITO 투명히터의 전
압별 발열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압 2V를 인가하였을
때, ITO/Ag/ITO 투명히터의 발열 온도는 86℃를 나타내었다.
<그림 2> (b)는 ZnO/Ag/ZnO 투명히터의 전압별 발열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ZnO 기반의 투명히터에서는 2V 인가전압에
발열 온도 120℃를 보였으며, ZnO/Ag/ZnO의 낮은 표면저항
(2.25[Ω/□]) 값에 의해 같은 전압 인가 시 ITO/Ag/ITO
투명히터보다 우수한 발열 특성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론

2.1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투명히터에 유연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기판으로 사용하였다. 30
mm*30 mm이고, 증착 공정은 Magnetron Sputtering System
(SNTEK-12SN048)을 이용하였다. 먼저 하부 ZnO층은 RF 100
W, Ar 50 sccm, 공정압력 5 mTorr, RT (Room Temperature)
조건에서 증착을 진행하였다. 그다음 Ag는 DC 55W, Ar 30
sccm, 공정압력 3 mTorr, RT에서 증착을 진행하였고, 상부
ZnO층은 하부 ZnO층과 같은 조건으로 증착을 진행하였다. 마지
막으로 전면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캡톤 테이프를 이용하여
마스킹 작업 후 Ag를 증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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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투명히터의 전기적 특성과 bending 후 전기적 특성에
대해 나타낸다. <그림 4>에 나타나 있는 모양으로 bending
Test를 진행하였다. ITO/Ag/ITO 투명히터는 10회 bending 후
표면저항이 2배 가까이 커진 반면 ZnO/Ag/ZnO는 10회 bending
후에도 표면저항이 거의 일정함을 보였다. ZnO/Ag/ZnO 투명히
터는 ITO/Ag/ITO 투명히터보다 우수한 유연성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a) ITO/Ag/ITO 전압별 발열특성
(b) ZnO/Ag/ZnO 전압별 발열특성

<그림 4> 투명히터 bending Test

<그림 3>은 투명히터의 가시광 투과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다. 인간의 시감도가 높은 550nm에서 ZnO/Ag/ZnO는 78%이고
ITO/Ag/ITO는 69%가 측정되었다. ZnO/Ag/ZnO 투명히터가 더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보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TO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인 ZnO를 OMO 구
조에 적용하여 ZnO/Ag/ZnO 투명히터를 PET 기판에 제작하였
다. ZnO/Ag/ZnO 투명히터는 2V 인가하였을 때 120℃의 발열
특성을 측정하였고, 파장 550nm에서 78%의 투과도를 측정하였
다. bending 후에 표면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유연한 특
성을 가지는 투명히터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서 ZnO/Ag/ZnO 투명히터가 웨어러블 전자기기, 사람의 피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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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투명히터의 투과도 그래프
<표 1> 전기적 특성 및 bending 특성

ZnO/Ag/ZnO
bending 횟수 ITO/Ag/ITO
Rs [Ω/□] Rs [Ω/□]
0
5.3
2.25
1
5.6
2.26
2
5.9
2.28
3
6.2
2.3
4
6.8
2.33
5
7.3
2.37
6
7.6
2..4
7
8.2
2.42
8
8.9
2.45
9
9.4
2.5
10
10.1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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