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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실용화센터

초 록: 유연 폴리머 기판상에 광 투과 특성을 개선한 초박형 금속 필름 기반 투명전극 소재를 개발하였다. 본 유연 투명 

전극의 높은 광 투과성과 전도성으로부터 유연소자의 성능향상을 검증하였다. 

1. 서론 

유연 광전 및 디스플레이 소자의 필수 요소기술로서 유연 폴리머 기판 상에 투명전극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소자들의 특성 발현을 위해서는 투명전극으로부터 높은 전도도와 광 투과 특성을 동시에 구현하여야 

하나, 기존 ITO로 대표되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 전극의 경우는 기계적 유연성 및 광학적 특성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유연

투명전극으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 투명전극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기존 양산 기술로 제조가 가

능한 유연투명전극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높은 유연성과 광투과 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폴리머 기판 상에 그림 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초

박형 2차원 산화 금속(Ag(O), Cu(O)) 박막 기반 산화물/금속/산화물 구조의 투명전극을 개발하였다 [1,2]. 이러한 초박형 금

속기반 투명전극은 PET 폴리머 기판 상에 일반적인 플라즈마 스파터링 장비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제조되었다. Ag와 Cu 

박막 증착 시 산소 도핑을 이용하여 연속 박막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전극 대비 동일한 전도성을 유지하면서도 투과

도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확보하였다. 

 그림. 1. 초박형 2차원 산화금속 박막 기반 유연투명전극

3. 결론

2차원 초박형 금속박막 구조의 형성을 통한 고광투과 유연투명전극을 구현하였으며, 이러한 전극 구조는 기존 대면적 코팅 

기술로부터 제조가 가능하여 경쟁 투명전극 대비 기술 실용화에 기술적, 비용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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