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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기 교수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 

UVLED를 위한 투명 전극 개발 

1. 서 론

LED는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측면에서 갖는 

장점 이외에도 일반 조명이 갖지 못하는 파장 

제어, 변조, 편광, 광색 가변 등 복합적 기능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 자동차, 정보 통신, 환경, 의

료, 교통, 농업, 생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에 의한 고부가 가치 파생 산업을 견인하고 있

다. 현재 고출력 화이트 LED의 발광효율은 100 

lm/W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값은 형광

등 성능 보다 약간 높은 효율로 내·외부 조명 시

장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CRT TV는 

두께가 더 얇아지고 화질이 우수해진 LED 백라

이트를 이용한 LCD TV로 대체가 되었고 가시

광 영역 및 자외선 영역에서 조명으로 많이 쓰

였던 백열등과 형광등, UV arc 방전등 등은 높

은 효율과 장수명의 LED조명으로 대체 되고 있

다 [1,2]. 

일반 백색 조명 뿐 만아니라 UVLED 또한 일

반조명부터 의료용, 환경용 조명 시장에 응용

되는 기존 UV arc 방전등 시장을 대체해 가며 

크게 성장 중이며 2017년까지 UVLED 시장

이 기존 UV 램프 시장의 34% 이상 점유 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

이 UVLED는 파장영역에 따라 쓰이는 용도

가 다양하다. 먼저 320 nm~380 nm의 파장

영역인 UVA LED는 조명과 공기정화기 그리

고 Curing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80 

nm~320 nm의 파장영역인 UVB LED는 의학

치료와 피부치료 및 위조지폐 감지 조명으로 많

이 쓰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220 nm~280 nm

그림 1.  기술의 발전으로 디스플레이 및 조명이 LED로 
대체. 그림 2. UVLED의 종류와 파장영역에 따른 이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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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장영역인 UVC LED는 물을 정화해주거

나 세균을 박멸시키는 살균작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중 UVA LED는 매년 UV curing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 백색을 구현하는 

Blue LED + Yellow phosphor 방식에 비해 

고연색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연색을 요

구하는 의료용, 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등 특

수 조명 시장에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UVLED 기반 백색 시장 요구가 증가되고 있

지만 아직까지 UVLED + RGB Phosphor 는 

색온도 높아질수록 형광체의 사용량이 높아지

고 Stoke shift에 의한 효율 감소로 기존 Blue 

LED + Yellow phosphor에 비해 낮은 휘도

의 문제점이 있고 특히 태양광의 기준인 5,000 

K에서의 UVLED 기반의 백색 LED의 휘도는 

매우 낮다. 또한 UVLED는 기존 UV arc 방전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광출력당 효율이 낮

아 교체 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문제점 있다. 

이러한 UVLED의 낮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투명전극 층으로 많이 사용되는 Indium tin 

oxide(ITO)의 UV 영역에 광흡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투명전극을 기술 개발이 다양하

게 시도되었다. 

2. 투명전극의 필요성 

UVLED 에피박막 성장 시 p-GaN의 도

핑 원료인 Mg이 운반 가스인 수소와 반응

하여 Mg-H 복합물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는 Mg의 이온화를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MOCVD 에피 성장에서는 정공농도를 ~1018 

cm-3 이상 높이기가 매우 힘들다. p-GaN 박

막은 n형 GaN 박막의 전자 농도에 비해 보

통 10배 정도 낮은 전공 농도를 갖는다. 또

한 전자에 비해 전공은 5배 이상 크기 때문

에 이동도가 낮아지고 이는 전도도가 감소되

는 원인 된다. 이외에도 p형 GaN의 일함수

가 6.5 eV 이상으로 이보다 큰 일함수를 갖

는 금속이 존재하지 않아 높은 쇼트키 장벽

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p-GaN에 대한 Ohmic contact 형성이 거의 

불가하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p-GaN 

박막으로 전공이 주입시 높은 저항을 느끼게 

되고 측면으로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됨으

로 전극 주변으로 전류가 밀집되는 Current 

crowding이 발생하게 되고 특정 방향으로 

전류가 밀집됨으로 열의 발생 국부적으로 높

아짐으로 효율 및 수명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그림 4는 전류 퍼짐과 금속 접합 시 밴

드 구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형 GaN 박막이 비해 저항이 낮아 전류를 잘 

퍼지게 할 수 있는 구조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 그

룹에서 p형 GaN 상부에 투명 전극층을 도입

그림 3.  UV조명 시장 전망 및 LED조명 시장 전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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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전극이 갖추어야 할 조

건은 면저항이 103 Ω/□ 이하로 전기 전도도

가 우수하고 투과율이 80% 이상이며 비접촉 

저항이 10-4 Ωcm 이하로 낮아야 한다. 

 

3. UVLED를 위한 
투명 전극의 종류 및 특징 

3.1 ITO (Indium doped tin oxide)

ITO는 LED를 위한 범용 투명전극으로 알

려져있다. InO3에 SnO2를 5-10 wt% 첨가한 

재료로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투과율이 우

수하고 비교적 낮은 면저항을 갖는 장점 때문

에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ITO박막은 밴드갭이 3.5~4.3 eV 정

도인 n-type의 반도체이며 고진공의 스퍼터, 

e-beam evaporation 공정으로 진행된다. 일

반적으로 가시광선 파장대에서 투과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접촉저항은 10-4 Ωcm 이하이

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ITO 의 광투

그림 4.  LED 내부의 전류 흐름 및 금속 접합 시 밴드 
구조.

그림 5. 투명전극이 포함된 LED의 개략도.

그림 6.  열처리 온도와 파장에 따른 ITO 의 광투과도 
특성 [3]. 

그림 7.  희소광물인 인듐의 중국 희토류 독점 및 무역 
압력 작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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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특성이 UV 영역대로 갈수록 급격하게 저

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또한, ITO의 경우 증착 시 고가의 e-beam 

evaporator, Sputter 등의 진공장비가 필수

적이고 이것은 소자의 공정 단가 및 공정 시간

을 증가시켜 LED chip 의 가격을 높이는 주

요 원인이 되고 있어 LED 가 조명으로 응용

될 때 필수적인 가격 저하의 주요 방해 요인

이 된다. 그림 7에서 보듯이 ITO필름의 원재

료 중 45%를 차지하는 인듐은 희소금속으로 

중국 정부에서 양을 제한적으로 생산하기 때

문에 인듐 가격이 급상승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ITO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

어 이를 대체할 기술을 선점하여 우리나라 기

업으로 하여금 사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

한 한국형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시

급하다. 

3.2 Zinc oxide (ZnO)

ZnO는 hexagonal wurtzite 구조로 약 3.4 

eV 밴드갭을 갖는 전형적인 n-type 반도체로 

ITO와 마찬가지로 가시광선 및 근자외선 영역

에서 약 90% 이상의 투과성을 가지며 저항률 

또한 10-4 Ωcm 이하이다. 또한 ZnO 박막은 

도핑이 용이하여 좁은 전도대역을 가지기 때

문에 도핑물질에 따라 Ohmic contact, 전기

적, 광학적 성질의 조절이 가능하다 [5]. 뿐만 

아니라 ZnO의 원료인 

Zn(아연)은 In에 비해 

매장량이 매우 많아 낮

은 비용으로 제작이 가

능하고 ITO 만큼의 높

은 투과율과 전기 전도

성을 갖고 있어서 투명

전극 재료로 상용화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ZnO 는 

스퍼터링 공정으로 증

착되어 p형 GaN 박막 위에 성장시 물리적인 

충격을 줌으로 p형 GaN 박막의 전기적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3.4 eV 이상의 

자외선 LED의 투명 전극으론 부적합하다. 이

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MgZnO 

및 Al-doped ZnO, Ga-doped ZnO 등을 이

용한 투명 전극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6] 

3.3 Carbon Nanotube (CNT)

1991년 일본 NEC 부설 연구소의 Iijima 

박사가 전기방전방법에 의해 형성된 탄소 덩

어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육각형 고리로 연

결된 탄소들이 지름 1 nm의 원통모양의 길

이 수십 nm ~ 수 μm, 외경 2.5 ~ 30 nm

의 가늘고 긴 빨대모양의 탄소 나노 튜브가 

발견된 이래 탁월한 물리적 특성에 의해 최

근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

의 전기적 특성은 흑연의 전기적 구조와 1차

원적 구조에 기인하여 매우 낮은 저항값을 나

타내며, 단일벽 나노튜브의 경우 전류수송

능력이 구리의 1,000배에 해당되며 전기 저

항값은 구리의 1/100에 불과함을 알 수 있

다. 탄소나노튜브는 탄소와 탄소간에 sp2결

합을 이루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매우 높은 강

성과 강도를 나타내며, 특히, 단일벽 탄소나

노튜브의 경우 영률 5.5 TPa, 인장강도 ~45 

GPa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강철보다 강하

그림 8. CNT 의 구조 및 전기적, 광학적 특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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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탄성률이 좋아 잘 휘어지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물론 속이 비어 있어서 철보다 무

게가 훨씬 가볍다. 저항이 낮으며 높은 투

과도로 인해 ITO를 대체할 투명 전극 물질

로 각광 받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전기방

전법 (arc discharge), 레이저증착법 (laser 

vaporization),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법 

(plasma enhanced CVD), 열화학 기상증착

법(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기상합성법 (vapor phase growth) 등 다양

한 방법에 의해 합성될 수 있다. 현재 양산되

고 있는 CNT는 약 300 Ω/□ 수준의 면저항

과 85%의 투과도를 나태내고 있다. ITO에 비

해 UV 부터 가시광 영

역까지 높은 투과도

를 보이고 있는 장점

을 보이고 있지만 아

직까지 높은 면저항

으로 인해 전기적 특

성 저하 등의 문제점

이 있고 투명전극 층

착 시 CNT의 엉킴, 뭉

침 현상 현상에 의해 

부분적으로 특성이 달

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 

되고 있다. 

3.4 그래핀 

Graphene은 2차원

으로 이루어진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

로 배치를 이루고 있

는 탄소구조체이며, 

graphene을 다시 층

층이 쌓으면 흑연이 된

다. 투과율이 높고 매

우 높은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기계적 물성, 

열전도도, 등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

존의 투명전극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

이 매우 높은 재료이다. 이외에도 유연성을 가

지고 있어서 투명전극으로 이용 하였을 때 기

판을 구부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8,9]. 최근 그래핀을 이용한 투명전극을 LED

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되고 있다 

[10-12]. ITO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투과

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핀의 낮은 일함수 

(work function)에 의해 p-GaN와 Ohmic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순방향 전압 (forward 

voltage)이 높고 또한 그래핀이 공기 중에 산

그림 9.  Graphene oxide를 이용한 UVLED 전극 개발 기술 [12].

그림 10. Graphene 기계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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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의해 산화되어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

점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CNT와 마찬가지

로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저항이 급속

히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어 LED에 적용시 전

기적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

다. 대략 80%의 투과도에서 그래핀의 면저항

은 1,000 Ω/sq 이상 (단일층), 800-900 Ω/

sq (bi-layer), 450-600Ω/sq (다중층)으로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Ag

나노와이어와의 결합 및, 다양한 나노 파티클, 

ITO와의 다중층을 이용한 특성 향상 기술이 

보고되고 있다. 

3.5 메탈메쉬 (Metal Mesh)

메탈메쉬란 금속소재를 사용한 터치용 도전

필름으로, 투명한 필름 위에 도전성이 큰 은

(Ag) 또는 구리(Cu)를 직교형식으로 배열해 

전극을 만든 것이다. 나노 메쉬가 되면 투과도

는 증가하면서 금속 자체의 높은 전도도를 그

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투명 전극의 필수 요소

인 높은 투과도와 낮은 

면저항을 동시에 구현

할 수 있다. 스탠포드 

연구팀에 따라면 400 

nm 간격, 40 nm 선폭, 

100 nm 높이의 그리드

를 금속으로 제작하면 

95% 이상의 높은 투과

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

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메탈 메쉬의 경우 원재

료 가격이 저렴하기 때

문에 ITO 대비 50% 정

도의 가격 절감 효과를 

가지며 제조방법은 기

존의 ITO는 진공 프로

세스를 사용하는데 반

해 인쇄 전자 방식을 

이용함으로 생산 공정 원가 절감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전지나 touch screen 등에 적

용 사례가 있지만 Ohmic 접합 등 이슈 등으

로 문제로 LED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3.6 구리나노와이어 (Cu nanowire)

구리나노와이어는 은나노와이어와 비슷하

게 구리의 나노입자표면 역시 여러 가지 결정

면 (crystal plane)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의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등방성 성장

을 유도해서 지름이 50 nm 이하이고 40 μm 

이상의 길쭉한 와이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구리는 약 50 Ω/sq에서 90% 이상의 투과도

를 갖는 다고 보고 하고 있어 은나노와이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은나노와이어에 비

해 소재의 가격이 저렴하며 매장량이 풍부하

여 상용화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구리는 상온에서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성이 변화되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그림 11은 구리 나노와이어를 

그림 11.  Cu nanowrie의 구조 및 전기적 광학적 특징 및 LED에 적용 
사례 [13].

201603학회지-1.indd‥‥‥20 2016-03-22‥‥‥오전‥5:27:25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3호 (2016년 3월)   21

테마기획  _ 화합물 반도체 응용기술
S p e c i a l 
T h e m a

이용한 투명 전극의 특징 및 LED의 적용 사례

를 보여준다 [13]. 이는 LED의 투명전극으로 

Cu NW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3.7 Silver nanowire

Ag (은)의 경우 높은 일함수와 p-GaN와 

10-4 Ω·cm 이하의 낮은 접촉 저항, 높은 전

도도로 인하여 수직형 LED 및 Filp-chip 구

조의 LED에 대표적인 반사적극으로 이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최근 Ag 나노와이어는 저항값

이 30 ~ 120 Ω/□으로 기존 ITO에 필적할 만

큼의 저항과 90% 이상의 높은 투과도로 기존 

ITO를 대체할 특성을 갖는 투명 전극으로 높

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열 합성 등 낮

은 제조비용과 Spin coating 등과 같은 쉬운 

증착 공정에 의해 기존 ITO의 고가의 진공 장

비 및 공정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

최근 385 nm 영역에서 투과도는 85% 이상

이고 면저항이 30~40 Ω/sq 이상을 갖는 투명

전극을 이용하여 ITO를 쓴 기존 LED에 비해 

향상된 전기적 특성 및 광효율이 향상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14]. 하지만 아직까지 ITO

에 비해 높은 Ohmic 접합 특성 및 산화 등 신

뢰성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다. 
그림 12.  Ag 나노와이어의 표면 SEM 이미지 및 면저항 

및 투과도 [14].

그림 13.  Ag 나노와이어 전극을 이용한 근자외선 
LED 효율 향상 [1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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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onductive filaments에 의한 유리 전극 

투명전극이라고 하면 높은 투과도와 전기전

도도를 동시에 요구된다. 하지만 물질의 일반

적인 성질에 의하면 투과도와 전기전도도 사

이에는 상충관계 (Trade-off)가 존재하게 된

다. 즉, 투과도가 개선되면 전기전도도가 나빠

지고 전기전도도가 좋아지면 투과도가 나빠지

는 것이다. 최근 가시영역에서 98%의 투과도

를 갖는 질화규소 (SiNx) 박막을 수직형 LED

의 질화물 반도체 표면에 증착하고 외부전압

을 가해 전도성 채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전 

파장대에서 투과도가 굉장히 높으며 전기적 

특성 또한 좋은 새로운 개념의 전극 기술이 보

고되고 있다. [15]

4. 결 론 

LED에 범용으로 사

용되는 ITO 가 가지

는 UV 영역에서 낮은 

투과도의 소재의 한계

성인 높은 가격 변동

성을 위해 ZnO, 그래

핀, 금속 나노와이어, 

conductive filaments

에 의한 유리 전극 등

의 다양한 신소재 및 

새로운 투명 전극 제작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

다. 이러한 투명 전극 

기술은 LED 뿐만 아니

라 국가 기간산업인 디

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많은 분야에 필요적인 

소재, 기술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이를 통한 원천 소재, 

특허 등의 기술력 확보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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