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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투명 전극 및 투명 반도체와 같은 투명한 전

자 소재는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광센서와 같

은 다양한 대면적 광전자소자의 구현에 필수

적인 소재이다. 또한, 최근에는 신규 소재기술

의 발달을 바탕으로 투명 TV, 투명한 휴대폰, 

자동차나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 창문

과 같은 새로운 기능의 전자 소자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ITO 및 a-IGZO로 대표되는 

산화물계 n-형 반도체는 가시광 투과도 80% 

이상에서 ~104 S/cm (ITO) 혹은 이동도(hole 

mobility) 10 cm2/Vs 이상의 우수한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명전극 및 TFT 

소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투명 

n-형 산화물 소재에 대비하여 p-형 투명 반도

체 물질은 아직도 낮은 전기적 특성으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산화

물 반도체의 경우, 밴드 구조 형성 시 CBM 

(conduction band minimum)이 금속 이온의 

ns-오비탈로 형성되는 데 반해 VBM (valance 

band maximum)은 산소 이온의 2p-오비탈로 

형성되어 있는데, p-오비탈의 비등방적이며 

국소적인 특성 때문에 정공 이동도가 전자 이

동도에 비해 급격히 낮다. 또한, 산화물 반도

체 소재 내 산소 공공은 정공 도펀트(dopant)

의 도핑을 어렵게 한다 [1].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VBM에 금속의 d-오

비탈을 혼합하는 chemical modulition이 시도

되었으며 Cu 기반의 CuMO2 delafossite (M = Al, 

In, Ga, etc.) 및 LnCuOCh (Ln = lanthanide, 

Ch = chalcogen)등의 p-형 투명 산화물 반도체

들이 보고되었다. 이는 Cu의 3d 오비탈로 인해 

정공의 유효 질량을 줄이고 이동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들의 경우 

여전히 불충분한 이동도, 전도도, 광학적 투명

도로 인하여 n-형 소재에 비하여 너무 낮은 전

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적 응용이 어

려운 상황이다.

기존 산화물 반도체에서 국부화된 산소 2p-

오비탈 기반 VB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좀 더 VBM 구성 오비탈간의 상호중첩이 손

쉬운 높은 polarizability를 가지는 음이온 기

반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Cu+기반

의 금속 양이온-음이온 오비탈 VBM 혼성과 

비편재화된 칼코젠(chalcogen) 혹은 할로겐

(halogen)이 도입된 소재의 개발이 주목받아

왔다 [2,3].

차세대 비산화물계 투명 p-형 반도체 소

재중에 CuI는 온도에 따라 zincblend 구조, 

wurtzite 구조, 그리고 rock salt 구조를 갖을 

수 있으며, 상온 상압에서 안정적인 zincblend 

구조(γ-CuI)를 형성 및 유지한다. γ-CuI는 3.1 

eV의 큰 밴드갭을 가지며,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투명도를 가진다. 또한 단결정 CuI의 정

공 이동도는 40 cm2/Vs 이상으로 박막으로서 

p-형 투명 전자 소자 적용의 전망이 높다 [4].

본 고에서는 p-형 투명 반도체 물질인 CuI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CuI 

물질이 차세대 p-형 투명 반도체 물질로써 적

합한 이유에 대해 전기적 특성을 통해 살펴

보고, CuI 박막 형성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

게 알아본다. 그리고 CuI 물질을 이용한 전극 

(electrode), 전하주입층(carrier injection 

layer), TFT (thin film transistor), 그리고 열전

소자(thermoelectric electronic)에 적용한 사

례들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CuI의 물리적 특성

2.1 CuI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

CuI의 광학적 특성은 여기전이(excitonic 

transition)에 의해 결정되며, 다이렉트 밴드갭

(direct band gap)에서 강한 흡수가 일어난다 

[5]. 또한, 밴드갭은 3.1 eV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투과하여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투명하다. 

CuI의 전도도는 Cu 공공(vacancy)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이는 Cu 공공이 VBM 위에 어셉

터 에너지 준위(acceptor energy state)를 만들

기 때문이다. 하지만 CuI 박막을 열처리하게 

되면 I (iodine) 공공이 많이 발생하고, Cu 공

공이 만든 어셉터 에너지 준위를 상쇄시켜 정

공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정공의 농

도가 감소하며, 전도도가 떨어지게 된다 [1].

CuI 정공의 이동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정공의 농도와 CuI 결정(grain)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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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아이오딘화 반응 전/후 박막의 광학 이미지. (a) 45 nm 

Cu 박막, (b) 아이오딘화 후, (c) 30 nm Cu 박막, (d) 아

이오딘화 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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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상온 상압에서 안정적인 zincb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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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밴드갭은 3.1 eV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투과하여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투명하다. 

CuI의 전도도는 Cu 공공(vacancy)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이는 Cu 공공이 VBM 위에 어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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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하지만 CuI 박막을 열처리하게 

되면 I (iodine) 공공이 많이 발생하고, Cu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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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정공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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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 정공의 이동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정공의 농도와 CuI 결정(grain)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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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아이오딘화 반응 전/후 박막의 광학 이미지. (a) 45 nm 

Cu 박막, (b) 아이오딘화 후, (c) 30 nm Cu 박막, (d) 아

이오딘화 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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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계(grain boundary)가 있다. 정공의 농도

가 너무 높으면 이온화 불순물 산란(Ionized 

impurity scattering)으로인해 이동도가 감소

하기 때문이다. 또한, CuI 박막은 대부분 다결

정질(polycrystalline)인데, 이때 결정의 경계

(grain boundary)가 이동도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 [5]. 

따라서 CuI 박막을 투명 전극으로 활용하려

면, 전기적 특성을 향상하기 위해 Cu 공공을 많

게 유지함과 동시에 I 공공은 억제하는 것이 좋

다. 이를 위해 충분한 아이오딘이 공급된 상태

로 박막을 만들어 공공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

도 효과적이다. 정공의 이동도를 높이기 위해

선 박막 표면을 개선하고 결정이 크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박막의 형성과정 및 후처리 과정

에 관한 연구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홀 농도

를 더 높이기 위해 적절한 도펀트를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반면 투명 트랜지스터로 적용

하기 위해서는 고유 정공 농도(intrinsic hole 

concetration)가 과도한데, 이를 낮추면서 정

공의 이동도는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개발

이 필요하다.

2.2 CuI의 박막 증착 방법

CuI 박막은, 진공증착, 아이오딘화 그리고 

용액공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

다. 그 중 대표적인 박막 형성 방법을 살펴보

면, 하나는 Cu 금속 박막을 증착한 뒤 아이오

딘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uI 자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착하는 방법이 있다.

Cu 금속층을 아이오딘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체 아이오딘화(solid 

idodin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증기 아이오딘

화(vapor iodination)이다. 고체 아이오딘화를 

활용하면 Cu 금속층에 고체 아이오딘을 접합

하여 둘의 경계면에서부터 서서히 CuI를 형성

시킬 수 있다. 반면 증기 아이오딘화에서 아이

오딘의 증기는 박막의 틈새로 침투하여 반응

할 수 있으므로, 박막의 표면적에서부터 반응

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거친 표면의 박막이 

형성되기 쉽다.

다양한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통해서도 CuI 박막을 증착할 수 있

다. LAMBD (laser-assisted molecular beam 

deposition)을 사용하면 밀도 높은 박막을 얻

을 수 있고, PLD (pulsed laser deposition)는 상

온에서도 CuI 박막 증착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RF magnetron sputtering

이 있으며, 이 방법을 활용하여 γ-epitaxial 성

장된 CuI 박막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열증착기

(thermal evaporator)로 여타 방법으로 만든 박

막에 비해 RMS가 낮은 평탄한 표면의 박막을 

얻은 연구도 있다 [5].

3. CuI의 전자 소재 적용 

    연구 동향

3.1 CuI 기반 투명 전극

투명 전극은 태양전지(solar cell)나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에 적용 가능하며, 투

과도와 전도도를 비로 나타내는 FOM (figure of 

merit) 값은 투명 전극 성능의 척도로 사용된다.

1907년 Bädeker가 처음으로 CuI를 이용하여 

4.5×10-2 Ω·cm의 낮은 저항값을 갖는 박막

을 제작하였는데, 구리 금속을 증착한 뒤, 아이

오딘 증기를 이용하여 아이오딘화 반응을 진행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시광선영역

의 빛을 투과하는 첫 투명 전극이다 [6]. 이후에

도 Bädeker는 다양한 박막 증착 방법을 활용하

여 CuI 박막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이오딘 증기를 이용하는 Bädeker의 방법

을 차용하여 이미 만들어진 박막의 전도도를 

높인 연구가 있다. 상온에서 스퍼터(sputter) 

방식으로 증착된 CuI 박막의 전도도는 최대 

156 S/cm였지만, 아이오딘 도핑된 CuI 박막의 

경우 최대 283 S/cm의 전도도를 나타내었다. 

FOM (figure of merit) 수치가 최대 17,000 ΜΩ

으로 그림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다른 p형 

반도체 소재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치를 달

성하였다 [7].

3.2 광전소자용 CuI 기반 전하주입층

태양광, 발광소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널

층과 금속층 사이에 일함수(work function)을 

맞추기 위해 전하주입층을 도입해 왔다. 포토

센서(photo sensor), OLED, 그리고 태양전지 

등에는 특히 투명한 전하주입층이 필요한데, 

n-형인 전자주입층(electron injection layer)에 

비해 p-형 정공주입층(hole injection layer)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교적 전기적 성능이 떨어

지며 안정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2008년 Kim 연구진은 NPB라는 p-형 도펀트

가 도핑된 CuI층을 OLED 정공주입층으로써 

적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10년 G. Luka 연

구진은 또한 CuI층을 채널인 Alq3층과 전극인 

ITO층 사이에 도입하여 두 층 사이에 전위 장

벽(potential barrier)을 낮춰 구동 전압(driving 

voltage)을 낮추었다 [8,9].

그림 2 ▶  열처리 전/후 γ-CuI의 밴드 다이어그램 [1].

그림 4 ▶  투명전극의 FOM 값 비교 [7].그림 3 ▶  (a) 고체 아이오딘화, (b) 증기 아이오딘화 모식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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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계(grain boundary)가 있다. 정공의 농도

가 너무 높으면 이온화 불순물 산란(Ionized 

impurity scattering)으로인해 이동도가 감소

하기 때문이다. 또한, CuI 박막은 대부분 다결

정질(polycrystalline)인데, 이때 결정의 경계

(grain boundary)가 이동도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 [5]. 

따라서 CuI 박막을 투명 전극으로 활용하려

면, 전기적 특성을 향상하기 위해 Cu 공공을 많

게 유지함과 동시에 I 공공은 억제하는 것이 좋

다. 이를 위해 충분한 아이오딘이 공급된 상태

로 박막을 만들어 공공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

도 효과적이다. 정공의 이동도를 높이기 위해

선 박막 표면을 개선하고 결정이 크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박막의 형성과정 및 후처리 과정

에 관한 연구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홀 농도

를 더 높이기 위해 적절한 도펀트를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반면 투명 트랜지스터로 적용

하기 위해서는 고유 정공 농도(intrinsic hole 

concetration)가 과도한데, 이를 낮추면서 정

공의 이동도는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개발

이 필요하다.

2.2 CuI의 박막 증착 방법

CuI 박막은, 진공증착, 아이오딘화 그리고 

용액공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

다. 그 중 대표적인 박막 형성 방법을 살펴보

면, 하나는 Cu 금속 박막을 증착한 뒤 아이오

딘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uI 자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착하는 방법이 있다.

Cu 금속층을 아이오딘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체 아이오딘화(solid 

idodin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증기 아이오딘

화(vapor iodination)이다. 고체 아이오딘화를 

활용하면 Cu 금속층에 고체 아이오딘을 접합

하여 둘의 경계면에서부터 서서히 CuI를 형성

시킬 수 있다. 반면 증기 아이오딘화에서 아이

오딘의 증기는 박막의 틈새로 침투하여 반응

할 수 있으므로, 박막의 표면적에서부터 반응

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거친 표면의 박막이 

형성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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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서도 CuI 박막을 증착할 수 있

다. LAMBD (laser-assisted molecular beam 

deposition)을 사용하면 밀도 높은 박막을 얻

을 수 있고, PLD (pulsed laser deposition)는 상

온에서도 CuI 박막 증착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RF magnetron sputtering

이 있으며, 이 방법을 활용하여 γ-epitaxial 성

장된 CuI 박막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열증착기

(thermal evaporator)로 여타 방법으로 만든 박

막에 비해 RMS가 낮은 평탄한 표면의 박막을 

얻은 연구도 있다 [5].

3. CuI의 전자 소재 적용 

    연구 동향

3.1 CuI 기반 투명 전극

투명 전극은 태양전지(solar cell)나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에 적용 가능하며, 투

과도와 전도도를 비로 나타내는 FOM (figure of 

merit) 값은 투명 전극 성능의 척도로 사용된다.

1907년 Bädeker가 처음으로 CuI를 이용하여 

4.5×10-2 Ω·cm의 낮은 저항값을 갖는 박막

을 제작하였는데, 구리 금속을 증착한 뒤, 아이

오딘 증기를 이용하여 아이오딘화 반응을 진행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시광선영역

의 빛을 투과하는 첫 투명 전극이다 [6]. 이후에

도 Bädeker는 다양한 박막 증착 방법을 활용하

여 CuI 박막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이오딘 증기를 이용하는 Bädeker의 방법

을 차용하여 이미 만들어진 박막의 전도도를 

높인 연구가 있다. 상온에서 스퍼터(sputter) 

방식으로 증착된 CuI 박막의 전도도는 최대 

156 S/cm였지만, 아이오딘 도핑된 CuI 박막의 

경우 최대 283 S/cm의 전도도를 나타내었다. 

FOM (figure of merit) 수치가 최대 17,000 ΜΩ

으로 그림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다른 p형 

반도체 소재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치를 달

성하였다 [7].

3.2 광전소자용 CuI 기반 전하주입층

태양광, 발광소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널

층과 금속층 사이에 일함수(work function)을 

맞추기 위해 전하주입층을 도입해 왔다. 포토

센서(photo sensor), OLED, 그리고 태양전지 

등에는 특히 투명한 전하주입층이 필요한데, 

n-형인 전자주입층(electron injection layer)에 

비해 p-형 정공주입층(hole injection layer)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교적 전기적 성능이 떨어

지며 안정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2008년 Kim 연구진은 NPB라는 p-형 도펀트

가 도핑된 CuI층을 OLED 정공주입층으로써 

적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10년 G. Luka 연

구진은 또한 CuI층을 채널인 Alq3층과 전극인 

ITO층 사이에 도입하여 두 층 사이에 전위 장

벽(potential barrier)을 낮춰 구동 전압(driving 

voltage)을 낮추었다 [8,9].

그림 2 ▶  열처리 전/후 γ-CuI의 밴드 다이어그램 [1].

그림 4 ▶  투명전극의 FOM 값 비교 [7].그림 3 ▶  (a) 고체 아이오딘화, (b) 증기 아이오딘화 모식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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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을 이용한 태

양전지는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페로브스카

이트(perovsktie) 태양전지의 경우 정공주입

층으로 spiro-OMeTAD를 많이 사용하는데, 복

잡한 합성과정과 높은 순도의 필요로 인해 가

격이 금이나 백금보다 열 배는 비싸다. 그에 

따른 대안 물질로 CuI가 유망한데, 재료가 풍

부하며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용액공정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

액공정 기반 CuI 정공주입층을 적용한 태양

전지는 충전율(fill factor) 및 전류밀도(current 

density)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

다 [10]. 또 다른 태양전지로 고분자(polymer)

를 이용한 태양전지가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저렴하며 공정이 용이하고 소자가 유연하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력변환효율(power 

conversion efficiency)은 다른 소재를 이용한 

태양전지에 비해 떨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고분자와 전극 층 사이에 완충 층(buffer 

layer)을 적용하여 일함수를 조절하는 연구

가 되고 있다. 2014년 C. Huang 그룹이 CuI를 

PEDOT:PSS 대안으로 사용하여 고분자 채널층

과 전극층 사이의 일함수를 조절하고, 빛에 의

해 생성된 전하(photogenerated carrier)의 재

결합을 감소시키는 완충층으로 활용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는 태양전지를 만들었다 [11]. 

3.3 CuI 기반 투명 트랜지스터

앞서 설명한 투명 전극이나 투명 전하주입층

과는 사뭇 다르게 투명 트랜지스터는 정공 농

도를 낮춰야 좋은 전기적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투명 트랜지스터에 대한 연구는 홀 농

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연구

에서 박막의 두께나 공정 조건을 바꾸거나 도

펀트를 도입하여 이를 시도하였다.

2016년 C. H. Chang. et al.은 60℃ 저온에

서 인쇄 공정을 활용하여 평균 1.86 cm2/V·s

의 이동도와 101~102의 온오프전류비(on/off 

current ratio)를 갖는 정형화 된 트랜지스터 

소자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본 연구에서

는 CuI 기반의 재현성 있는 높은 이동도의 소

자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친환경적 제조 방법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온에서 용액공정으로 박막을 만들어 트랜

지스터에 적용한 2018년 Y. Y. Noh 및 M. G. 

Kim 연구진의 연구를 보면, 박막의 어닐링 온

도와 CuI 용액의 농도로 두께를 달리하여 정공 

농도를 조절하였고 이를 트랜지스터에 채널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uI 박막이 열역

학적 평형상태(thermodynamic equilibrium)에

서 Cu와 I의 공공이 발생하는데, Cu 공공이 p-

형 반도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이때 

박막 어닐링 온도를 올리면 Cu 공공을 상쇄시

키는 I 공공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

해 정공 농도가 줄어들며 오프 전류가 낮아져 

좀 더 뚜렷한 트랜지스터 개형을 나타낸다. 그

림 5를 참고하여 보면, 어닐링(annealing) 온도

를 올릴수록 그래프 개형이 좋아지며, 온도를 

200℃로 너무 높이면 오히려 트랜지스터로 작

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온에서 

대기중 산소/수분과 반응하여 CuI가 아닌 CuO

가 생기면서 전도도를 잃기 때문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박막의 어닐링 온도 조절 

로만은 트랜지스터 개형을 개선하는 데 한계

가 있어, 대안으로 CuI 채널 층의 두께를 줄이

고 대신 어닐링 없이 박막을 형성하였다. 약 

5 nm의 얇은 CuI 채널 층일 때 0.44 cm2/V·s

의 이동도와 5×102의 온오프 전류 비율을 나

타내었다. 어닐링 없이도 용매로 사용한 ACN 

(acetonitrile)의 높은 휘발성과 CuI의 결정성으로 

인해 잔여물 없는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13].

2018년 Hosono 연구진은 CuI에 Sn 원소를 

첨가하여 비정질 Cu-Sn-I 박막을 형성하였다. 

그림 6를 참고하여 보면, 아이오딘의 5p오비탈

은 공간적으로 퍼져있어 s오비탈과 유사하게 

충분한 오비탈 겹침을 유도할 수 있다. 뿐만아

니라 Cu-Sn-I는 비정질적 특성을 가져, 정공 이

동도를 높이는데 더욱 유리하다. 이를 활용하

여 Hosono 그룹은 최대 이동도 9 cm2/V·s의 

박막을 저온 용액공정으로 만들어 냈다. Sn 없

는 CuI의 정공 이동도의 경우 0.66 cm2/V·s이

고 정공 농도는 6×1017 cm-3인데 반해, Sn을 첨

가한 CuI 박막의 경우는 비정질 박막 특성상 

표면이 매끈하고 핀홀(pinhole)이 거의 없어 

3.9 cm2/V·s의 높은 이동도를 갖음과 동시에 

정공 농도는 반 이상 줄어들었다 [14].

2020년 Y.Y Noh 및 M. G. Kim 연구진은 Zn 

도펀트를 이용하여 이동도 5 cm2/V·s, 온오프 

전류 비는 최대 107의 높은 전기적 특성과 안

정성을 가진 소자를 소개하였다. n형 도펀트

인 Zn2+이온이 CuI의 정공 농도를 줄여 온오프

전류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Ga2+, Ni2+, Bi3+, Pb2+, 그리고 Sn4+의 다양한 도

펀트를 사용하여 소자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앞으로의 실제 CuI 트랜지스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5].

3.4 CuI 기반 투명 열전소자

열전소자(thermoelectric electronic)는 우

리 주변에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

하거나, 온도 센서로 사용 또는 온도를 조절

하는 펠티어(peltier)소자에 적용 가능하다. 투

그림 5 ▶  저온 용액공정의 CuI 박막의 어닐링 온도 조건에 따른 

(a) XRD 결정 패턴, (b) 원소 별 농도 변화, (c) 전기적 특

성, (d) CuI 박막의 두께에 따른 전기적 특성 [13].

a

c

b

d

그림 6 ▶  p 형 투명 비정질 반도체 Cu–Sn–I의 재료 설계 모식도 [14].

a b c

그림 7 ▶  Zn doped-CuI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 [1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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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을 이용한 태

양전지는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페로브스카

이트(perovsktie) 태양전지의 경우 정공주입

층으로 spiro-OMeTAD를 많이 사용하는데, 복

잡한 합성과정과 높은 순도의 필요로 인해 가

격이 금이나 백금보다 열 배는 비싸다. 그에 

따른 대안 물질로 CuI가 유망한데, 재료가 풍

부하며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용액공정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

액공정 기반 CuI 정공주입층을 적용한 태양

전지는 충전율(fill factor) 및 전류밀도(current 

density)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

다 [10]. 또 다른 태양전지로 고분자(polymer)

를 이용한 태양전지가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저렴하며 공정이 용이하고 소자가 유연하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력변환효율(power 

conversion efficiency)은 다른 소재를 이용한 

태양전지에 비해 떨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고분자와 전극 층 사이에 완충 층(buffer 

layer)을 적용하여 일함수를 조절하는 연구

가 되고 있다. 2014년 C. Huang 그룹이 CuI를 

PEDOT:PSS 대안으로 사용하여 고분자 채널층

과 전극층 사이의 일함수를 조절하고, 빛에 의

해 생성된 전하(photogenerated carrier)의 재

결합을 감소시키는 완충층으로 활용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는 태양전지를 만들었다 [11]. 

3.3 CuI 기반 투명 트랜지스터

앞서 설명한 투명 전극이나 투명 전하주입층

과는 사뭇 다르게 투명 트랜지스터는 정공 농

도를 낮춰야 좋은 전기적 성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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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박막의 두께나 공정 조건을 바꾸거나 도

펀트를 도입하여 이를 시도하였다.

2016년 C. H. Chang. et al.은 60℃ 저온에

서 인쇄 공정을 활용하여 평균 1.86 cm2/V·s

의 이동도와 101~102의 온오프전류비(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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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친환경적 제조 방법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온에서 용액공정으로 박막을 만들어 트랜

지스터에 적용한 2018년 Y. Y. Noh 및 M. G. 

Kim 연구진의 연구를 보면, 박막의 어닐링 온

도와 CuI 용액의 농도로 두께를 달리하여 정공 

농도를 조절하였고 이를 트랜지스터에 채널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uI 박막이 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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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어닐링 온도를 올리면 Cu 공공을 상쇄시

키는 I 공공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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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뚜렷한 트랜지스터 개형을 나타낸다. 그

림 5를 참고하여 보면, 어닐링(annealing) 온도

를 올릴수록 그래프 개형이 좋아지며, 온도를 

200℃로 너무 높이면 오히려 트랜지스터로 작

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온에서 

대기중 산소/수분과 반응하여 CuI가 아닌 CuO

가 생기면서 전도도를 잃기 때문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박막의 어닐링 온도 조절 

로만은 트랜지스터 개형을 개선하는 데 한계

가 있어, 대안으로 CuI 채널 층의 두께를 줄이

고 대신 어닐링 없이 박막을 형성하였다. 약 

5 nm의 얇은 CuI 채널 층일 때 0.44 cm2/V·s

의 이동도와 5×102의 온오프 전류 비율을 나

타내었다. 어닐링 없이도 용매로 사용한 ACN 

(acetonitrile)의 높은 휘발성과 CuI의 결정성으로 

인해 잔여물 없는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13].

2018년 Hosono 연구진은 CuI에 Sn 원소를 

첨가하여 비정질 Cu-Sn-I 박막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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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오비탈 겹침을 유도할 수 있다. 뿐만아

니라 Cu-Sn-I는 비정질적 특성을 가져, 정공 이

동도를 높이는데 더욱 유리하다. 이를 활용하

여 Hosono 그룹은 최대 이동도 9 cm2/V·s의 

박막을 저온 용액공정으로 만들어 냈다. Sn 없

는 CuI의 정공 이동도의 경우 0.66 cm2/V·s이

고 정공 농도는 6×1017 cm-3인데 반해, Sn을 첨

가한 CuI 박막의 경우는 비정질 박막 특성상 

표면이 매끈하고 핀홀(pinhole)이 거의 없어 

3.9 cm2/V·s의 높은 이동도를 갖음과 동시에 

정공 농도는 반 이상 줄어들었다 [14].

2020년 Y.Y Noh 및 M. G. Kim 연구진은 Zn 

도펀트를 이용하여 이동도 5 cm2/V·s, 온오프 

전류 비는 최대 107의 높은 전기적 특성과 안

정성을 가진 소자를 소개하였다. n형 도펀트

인 Zn2+이온이 CuI의 정공 농도를 줄여 온오프

전류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Ga2+, Ni2+, Bi3+, Pb2+, 그리고 Sn4+의 다양한 도

펀트를 사용하여 소자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앞으로의 실제 CuI 트랜지스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5].

3.4 CuI 기반 투명 열전소자

열전소자(thermoelectric electronic)는 우

리 주변에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

하거나, 온도 센서로 사용 또는 온도를 조절

하는 펠티어(peltier)소자에 적용 가능하다. 투

그림 5 ▶  저온 용액공정의 CuI 박막의 어닐링 온도 조건에 따른 

(a) XRD 결정 패턴, (b) 원소 별 농도 변화, (c) 전기적 특

성, (d) CuI 박막의 두께에 따른 전기적 특성 [13].

a

c

b

d

그림 6 ▶  p 형 투명 비정질 반도체 Cu–Sn–I의 재료 설계 모식도 [14].

a b c

그림 7 ▶  Zn doped-CuI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 [1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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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p형 반도체의 부재로 투명 열전소자에 관

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였으나, 최근 CuI를 이용

하여 열전소자를 만든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2017년 M. Grundmann et al. 논문에서 높은 열

전변환효율(ZT = 0.21)을 나타내는 유연한 열전

소자를 소개하였고, 2018년 I. Ferreira 그룹은 세 

가지 방법으로 CuI 박막을 형성하여 투명도, 전

기적 특성, 그리고 열전변환효율 측면에서 서

로 비교 분석하였다. CuI를 열증착, 증기 아이

오딘화, 고체 아이오딘화 방법으로 각각 만들었

으며, 이때 고체 아이오딘화 방법으로 만든 소

자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70% 이상의 높은 투과

도와 열전변환효율(ZT = 0.22)을 가졌다 [16,17].

4. 맺음말

지금까지 p형 투명 반도체로서 CuI에 대하

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새로운 투명 p-형 반

도체 소재로서 CuI는 기존 산화물 반도체들의 

한계를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

이다. 특히 불안정한 산화상태에 의존하며 낮

은 band gap을 가지는 여타 p형 반도체 소재

들과 비교하면, CuI는 대기 중에서 비교적 안

정적이며 높은 band gap을 가지어 손쉽게 광

학적 투명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박막 형성과정 및 도펀트의 적용으로 투명 전

극 또는 트랜지스터 및 다양한 전자 소자 분야

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n-형 산화물 반

도체에 비하여 여전히 다소 낮은 정공 이동도

와 전기적 안정성이 한계로 남아있지만, 향후 

재료설계 측면에서 접근하여 a-IGZO나 ITO에 

버금가는 고성능을 나타내는 p-형 반도체 소자

로써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  p형 투명 열전소자 열전변환효율 비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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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p형 반도체의 부재로 투명 열전소자에 관

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였으나, 최근 CuI를 이용

하여 열전소자를 만든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2017년 M. Grundmann et al. 논문에서 높은 열

전변환효율(ZT = 0.21)을 나타내는 유연한 열전

소자를 소개하였고, 2018년 I. Ferreira 그룹은 세 

가지 방법으로 CuI 박막을 형성하여 투명도, 전

기적 특성, 그리고 열전변환효율 측면에서 서

로 비교 분석하였다. CuI를 열증착, 증기 아이

오딘화, 고체 아이오딘화 방법으로 각각 만들었

으며, 이때 고체 아이오딘화 방법으로 만든 소

자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70% 이상의 높은 투과

도와 열전변환효율(ZT = 0.22)을 가졌다 [16,17].

4. 맺음말

지금까지 p형 투명 반도체로서 CuI에 대하

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새로운 투명 p-형 반

도체 소재로서 CuI는 기존 산화물 반도체들의 

한계를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

이다. 특히 불안정한 산화상태에 의존하며 낮

은 band gap을 가지는 여타 p형 반도체 소재

들과 비교하면, CuI는 대기 중에서 비교적 안

정적이며 높은 band gap을 가지어 손쉽게 광

학적 투명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박막 형성과정 및 도펀트의 적용으로 투명 전

극 또는 트랜지스터 및 다양한 전자 소자 분야

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n-형 산화물 반

도체에 비하여 여전히 다소 낮은 정공 이동도

와 전기적 안정성이 한계로 남아있지만, 향후 

재료설계 측면에서 접근하여 a-IGZO나 ITO에 

버금가는 고성능을 나타내는 p-형 반도체 소자

로써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  p형 투명 열전소자 열전변환효율 비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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