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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abricating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HNS) sensors based on biodegradable plastics,
we printed indium-tin-oxide (ITO) films and analyzed their electr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was used to determine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by investigating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the poly lactic acid (PLA) substrate. Also,
the films were fabricated by introducing a film-surface treatment process. The structural an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fabricated film were compared with those for sputtered ITO films by
using X-ray diffraction (XRD) and Hall effect measurements. The grain size of the printed ITO
(P-ITO) was calculated to be 37.4 nm, the carrier concentration was 4.35 × 1018 cm−3 and the
mobility was 1.43 cm2 /Vs at 300 K. The conductivity of the ITO film was limited by grain boundary
scattering, and the resistivity of the ITO film varied due to thermal excitation of carriers trapped
at the grain boundary.
PACS numbers: 77.84.Bw, 52.70.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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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기반의 위험유해물질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HNS) 센서 제작을 목
표로 인듐 주석 산화물 (Indium Tin Oxide, ITO) 인쇄박막을 제작하고 박막의 구조적,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법으로 poly lactic acid (PLA) 기판의 유리전이
온도를 조사하여 열처리 온도를 결정하였으며, 박막 제작 조건을 조사하고 표면 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박막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박막의 물성은 상용 (Sputtered) ITO 박막과 비교 검토하였다. XRD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ITO 인쇄박막의 결정립 크기는 37.4 nm 로 파악되었으며, 홀 효과 측정 결과 300 K에서
캐리어 농도는 4.35 × 1018 cm−3 , 이동도는 1.43 cm2 /Vs로 측정되었다. 또한 온도 변화 홀 효과 측정
결과로부터 인쇄한 ITO 박막은 결정립 경계 산란에 의해서 이동도가 제한되며 결정립경계의 대전 정도에
따라 박막의 비저항이 제한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CS numbers: 77.84.Bw, 52.70.Ds
Keywords: HNS센서, PLA, ITO 인쇄박막, 전도특성

I. 서 론
위험유해물질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HNS) 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인체에 유해하며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특히 해상에 유출되면
해수를 따라 널리 확산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인명
피해의 우려도 크다 [1]. 이렇게 해상에 유출된 HNS 검출을
위한 센서의 경우 종래 센서와 차별화된 특성이 요구된다.
HNS가 갖는 인체 유해성 때문에 HNS 검출 후 오염된 센서
의 수거가 곤란하고, 폭발이나 가연성 물질이 포함되므로
감도를 높이기 위한 히터 가동이 부적합하다. 따라서 사용
후 폐기가 가능하면서 상온에서 동작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센서가 필요하다. 또한 해상 응용에 있어서 센서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수면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센서를 부유시키기 위한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로 생
분해성 플라스틱에 ITO (Indium-tin-oxide) 박막을 인쇄하
여 HNS 검출 후 해상에서 폐기도 가능한 센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2–4], 생분해성 PLA (Poly Lactic Acid) 기판 위에
ITO 인쇄박막의 제작 조건을 연구하고 그 구조적,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II.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인쇄박막 제작용 기판으로 생분해성 플라
스틱의 일종이며, 비교적 열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PLA를 선택하였다. PLA는 상용화된 제품 (NatureWorks
PLA 2002D) 을 활용하였고 실험에 사용한 시료의 크기는
30 mm × 30 mm, 두께는 230 µm였다. ITO 인쇄박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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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데 사용한 InSnO (Sn–10 w.t%) 분말의 입도는
40±20nm 인 상용 분말 (Nanoamor 사의 2730TN) 을 사
용하였다. 인쇄용 페이스트 (paste) 를 제작하기 위한 바인
더 (binder) 는 α-Terpineol 과 ethyl cellulose 를 19:1의 무
게비로 혼합한 점성을 갖는 유기용액을 사용하였다. 인쇄용
페이스트 제작은 ITO 와 바인더를 1:1의 무게비로 고르게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ITO 인쇄박막은 15 × 15 mm2 의 정사각형으로 제작
하였다. 박막 인쇄 후 바인더 제거를 위한 열처리 공정
(debinding) 을 진행하였다. 이때 열처리에 의해서 기판이
변형되지 않도록 온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시차주
사열량분석법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측정을 통하여 PLA 기판의 유리전이 온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열처리 온도는 40, 50, 60 ◦ C에서 각각
3시간동안 열처리를 진행하고, 기판의 변형과 인쇄박막의
전기적 특성 변화의 관점에서 바인더 제거공정의 온도를
결정하였다. 또한 인쇄박막 표면의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
하여 초순수 (DI water)에서 10분간 초음파 처리를 진행하
였고, 초음파 처리 전후의 박막 두께와 표면 형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ITO/PLA 인쇄박막의 특성은
시판되는 Sputtered ITO/quartz (Sn–10 w.t%, 두께 200
nm, 기판 : Quartz) 의 물성과 비교 분석 하였다. 박막의
전기적 특성 파악을 위해 전극을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상용되는 은-페이스트 (Ag-paste, CANS사의 ELCOAT
P-100) 를 사용하였고 상온에서 건조시켰다.
인쇄박막의 물성분석은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을 이용하여 표면형상과 박막 두께를 분석하였다.
기판과 박막의 표면에너지는 접촉각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바인더 제거 공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을 이용하여 결정립 크
기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쇄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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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하여 Keithley 2400 sourcemeter를 사용하여
I-V 특성을 측정하였고, 온도변화 Hall 효과 측정은 Van
der Pauw 구성을 이용해서 150–300 K의 범위에서 진행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생분해성 PLA 기판 위에 균일한 인쇄박막을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바인더의 점도와 바인더 제거 공정의 온도를
최적화하였다.
먼저 인쇄박막의 균일도 (두께 및 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기판의 표면에너지에 따라 인쇄용 바인더의 점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PLA의 표면에너지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 PLA 기판의 표면에너지는 31.2
mJ/m2 로 본 연구팀에서 종래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석
영기판 (표면에너지–80 mJ/m2 ) 에 비해 낮았다. 여기서
양질의 박막을 인쇄하기 위한 조건을 젖음 상수 (wetting
parameter) S 의 변화로 고찰할 수 있다. 젖음 상수는 기판
의 표면에너지 (γS )에서 박막의 표면에너지 (γF )와 계면의
에너지 (γI )를 차감한 값으로 결정되고 (S = γS −γF −γI ),
만약 S < 0 이면 인쇄용 페이스트가 응축하려 하므로 평탄
한 박막 인쇄가 곤란하고, S > 0 이면 페이스트가 기판에
밀착되므로 평탄한 박막 인쇄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페이
스트의 혼합비 (ITO+유기바인더) 를 최적화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인쇄된 ITO인쇄 박막의 크기 (Dprint ) 와 인쇄용
패턴 (Dpattern ) 의 비를 전사율 (Dprint /Dpattern × 100%)
로 정의하고, 전사율이 높은 값을 갖는 조건으로 혼합비를
최적화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ITO: 바인더–1:1 조건에서
약 92%의 전사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석영 기판
위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면 보통 98% 이상의 전사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낮은 정도의 전사율을 보였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에 비해 분해
속도가 빠르지만 낮은 온도에서 열변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따라서 인쇄박막 제작 시 반드시 필요한
바인더 제거나 소결 목적 등의 각종 열처리 공정의 온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PLA의 열변형 온도를 조사하
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열처리 조건 실험을 설계하였다.
Figure 1은 PLA의 시차주사열량분석 (DSC) 측정 결과
이다. 이 결과에서 PLA의 유리전이온도는 약 55.9◦ C로 조
사되었다. 이는 종래 보고된 순수한 PLA의 유리전이 온도
(60 ◦ C) 와 유사한 결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 응용
분야에 따라 첨가물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실험에

Fig. 1.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result
of PLA plastic. (Tg :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c :
crystallization temperature, Tm : melting temperature)
사용한 PLA 의 경우 별도의 첨가제를 활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5].
Figure 1의 DSC 측정 결과를 참조하여 ITO 박막을 인
쇄한 시료의 바인더 제거 공정 온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바인더 제거 공정(debinder)은 소결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의 낮은 온도에서 주로 박막 인쇄에 사용된 여분의 바인더
재료를 제거하는 공정이다. 본 실험의 경우에는 PLA의 유
리전이 온도 근처인 40 – 60 ◦ C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Figure 2는 열처리 조건에 따른 ITO/PLA 시료의 사진
및 전류-전압 특성 곡선이다. 상온에서 건조한 시료의 저항
은 1.74 MΩ, 40 ◦ C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저항은 213 kΩ,
50 ◦ C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저항은 85.1 kΩ, 60 ◦ C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저항은 40.2 kΩ이었다. 열처리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박막의 저항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기판의 변형도 관찰되었다. 기판의 변형이 발생하면
박막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심한 경우 박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자 응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는 기판의 변형이 관찰되지 않았던 40 ◦ C를 열처리 온도로
선택하였다.
열처리를 하면 인쇄박막의 저항이 감소하는 현상은 일반
적으로 인쇄박막을 구성하는 입자간의 융착 정도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설명된다 [6]. 본 실험에서도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바인더가 제거되
면서 입자간 융착도가 다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바인더 재료인 α-Terpineol 의 열분해 온도는 약
100 ◦ C 이상이고 [7], ethyl cellulose 의 분해 온도는 300
◦
C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본 실험에서 결정한 열
처리 조건이 바인더 제거가 이뤄지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며 표면에 바인더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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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Photo images and I-V curve of
printed ITO/PLA samples. (a) as-printed, (b), (c), and
(d) were annealed at 40 ◦ C, 50 ◦ C, 60 ◦ C for 3 hours
respectively.
따라서 이러한 잔류 바인더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α-Terpineol 이 약한 수용성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DI water 중에서 10분간 초음파 처리를 진
행하여 2차적으로 바인더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7].
Figure 3은 40 ◦ C 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한
ITO/PLA 샘플의 초음파 세척 전후 시료의 표면과 단면의
SEM 사진이다. 바인더 제거를 위한 열처리 공정 후, 초음파
세척을 진행하기 전에는 거친 표면과 파편화된 부분이 관찰

Fig. 3. (Color online) FE-SEM images of (a) as fabricated, and (b) ultrasonic treated ITO/PLA samples.

되었으며 상온에서 비저항은 117 Ωcm 로 측정되었다 (Fig.
3(a)). 반면 초음파 세척을 진행한 후에는 비교적 깨끗하고
평탄한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상온에서 비저항은 18
Ωcm 로 측정되었다 (Fig. 3(b)). 시료의 두께도 열처리만
진행한 ITO 인쇄박막의 두께는 약 25 µm로 관찰되었으며
(Fig. 3(a)), 초음파 처리를 진행한 샘플의 두께는 약 13
µm로 이전의 52%로 감소함이 관찰되었다 (Fig. 3(b)).
이러한 열처리 및 세척 공정의 결과를 정리하면 비교적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는 바인더가 제거 되면서 입자들 사
이의 융착이 진행되어 저항이 감소하는 결과가 얻어졌지만,
기판의 변형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낮은 바인더 제거 공
정의 열처리 온도로 인하여 바인더 제거가 충분하지 않았
고 박막이 강하게 융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LA와 같이 충분한 온도에서 열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후처리 공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조건에서 제작한 ITO/PLA 인쇄박막의
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XRD와 온도변화 Hall 효과 분석
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결과는 ITO 박막 중 가장 많이 활
용되는 Sputter로 제작된 ITO 박막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Figure 4(a)는 ITO 인쇄박막 (이하 P-ITO) 의 XRD 회
절 패턴 및 그 결과를 이용한 결정립 크기 추산 결과이다.
Figure 4(b) 는 시판 중인 Sputtered ITO (기판 : Quartz,
이하 S-ITO) 의 XRD 측정결과 및 결정립 크기 추산 결과이
다. XRD 회절 패턴에서 얻어진 피크의 위치는 두 시료 모
두 동일한 위치에서 관찰되었고, JCPDS 파일로 검토하여
cubic 결정상의 ITO 임을 확인하였다. 각 시료들에서 확인
되는 피크의 개수가 다른 것은 박막의 두께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각 시료의 XRD 회절 피크의 강도차이는
P-ITO 가 13 µm 이지만 S-ITO 가 200 nm의 두께이므로
회절 강도가 약한 피크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16].
먼저 P-ITO의 결정립 크기를 분석해 보았다. 결정립
크기는 Halder-Wagner method 를 사용하여 아래의 식 (1)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8].
(
)2
B
kλ
B
=
·
+ 16ϵ2
(1)
tan θ
t tan θ sin θ
위 식에서 k = 0.9 (큐빅 구조에서 형상 인자 상수), λ =
1.54 Ȧ (X-선의 파장), θ = 브래그 각, t = 결정립 크기, 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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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oretical results of mobility in a function of
carrier concentration. Circle and square marks indicate
the experimental results of P-ITO, and S-ITO, respectively.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calculated grain
size (insets) of (a) Printed ITO film (P-ITO), and (b)
Sputtered ITO (S-ITO) films.
최대 격자 변형(maximum lattice strain)이며 B=XRD 피
2
크의 반치폭 (FWHM [rad.]) 이다. 이때 B 2 = Bmeasure
−
2
Binstrument
로 여기서 Binstrument = 0.008 [deg] 로 검토하

였다 [8].
계산 결과 P-ITO의 결정립 크기는 37.4 nm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ITO 나노 분말의 사양서상 제시된 입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S-ITO의 결정립 크기는 96.3 nm로
P-ITO의 결정립 크기보다 약 3배 큰 결정립 크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의 경우 P-ITO의 결정립 크기는 페이스트에 사용
한 ITO의 입도에 비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은, 위에서 예상한 대로 본 실험에서 진행한 바인더 제거
공정에 의해서 ITO 입자들 사이의 소결 효과는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XRD 회절 결과에서 도출한 결정립의 크기를 근
거로 판단할 때 비저항이나 이동도 등의 전기적 특성은 SITO 박막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정립 크기
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적 표면적을 비교해 보면 P-ITO
가 S-ITO의 660% 정도 넓은 표면적을 가질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넓은 표면적은 센서 응용에 있어서 높은 감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되며, 선행연구에서도 InO 기반의 NO2
가스 센서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감소할수록 센서 감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쇄박막이 센서 응용의 관점에서는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전기적 특성 평가를 통하여 P-ITO 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온도변화 Hall 효과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른 시료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였다.
Figure 5는 P-ITO 및 S-ITO의 300 K에서의 캐리어 농
도-이동도와 이론적 캐리어 농도-이동도 곡선이다. Hall
효과 측정 결과 300 K에서 P-ITO의 캐리어 농도는 4.35×
1018 cm−3 , 이동도는 1.43 cm2 /Vs로, S-ITO의 캐리어 농
도는 1.21 × 1021 cm−3 , 이동도는 11.08 cm2 /Vs로 측정되
었다.
ITO는 축퇴 반도체로써, 그 이동도 변화는 주로 결정립
경계 산란 (grain boundary scattering), 중성 불순물 산란
(neutral impurity scattering), 이온화 불순물 산란(ionized
impurity scattering) 의 3가지 산란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
된다 [10]. 이 3가지 산란 메커니즘에 의한 이동도 변화식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ure 5의 결과에서 P-ITO는 이론상 계산한 값 (0.26
cm2 /Vs) 보다 약간 높은 이동도를 보였고, 이때 결정립 경
계 산란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S-ITO는 이론값과 실측값이 거의 일치했으며 중성 불순물
산란이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앞에서 XRD 회절 패턴을 이용해 계산한
결정립 크기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P-ITO의 경우
작은 결정립 크기로 인하여 높은 밀도로 결정립 경계가 존
재하므로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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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ree major scattering mechanisms of ITO. ϵr
= 8.5, m∗ /m0 = 0.35, Qt = 6.23 × 1012 cm−2 [10].
Scattering
mechanism

Equation

Grain boundary
scatterting [10]

µgb =
Eb =
Eb =

(E )
− kTb
eL
e
∗
2πm kT
e2 Q2
t
for LN > Qt
8ϵr ϵ0 N
e2 L2 N
for
LN < Qt
8ϵr ϵ0
3(ϵr ϵ0 )2 h3 N
1
· ln (1+yF )−y
Z 2 m∗2 e3 Ni
F /(1+yF )
√

Ionized impurities µii =
1
scattering [11]
2
1
0h N 3
yF = (3π 2 ) 3 ϵr ϵm
∗ e2
Neutral impurities
8π 3 m∗ e3
µni = 20ϵ
3
r ϵ0 Nn h
scattering [10]
e : charge of electron,
m∗ : effective mass of material
Qt : trap density at grain boundary,
*Parameters
L : grain size
ϵr ϵ0 : electric permittivity of material
h : plank constant
N : carrier concentration,
Z : total charge of dopant
Ni : concentration of ionized impurities
(Z 2 Ni = 2N )
Nn : neutral impurities concentration
(Nn = N /2)
k : Noltzmann constant
T : Kelvin temperature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비저항 (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온도에 따른 비저항의 변화는 ρ(T ) = ρ0 (1 + α · ∆T ) 로
표현할 수 있다 [12]. 여기서 α 는 온도저항계수이다. 일

Fig. 6. (Color online) Resistivity varia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 n-type Si, (b) S-ITO and (c) P-ITO
samples.

반적으로 도체의 온도저항계수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열
전자 농도가 증가하여 전하 산란이 증가하므로 비저항이

Figure 6(c)의 P-ITO의 경우에는 24 Ωcm (150 K)에서 26

증가하여 양의 값을 갖는다. 반도체나 부도체는 열전자의

Ωcm (220 K)로 낮은 온도 범위에선 비저항이 증가하다가,

증가가 전도성 전하의 증가로 이어져 비저항은 감소하므로

높은 온도 범위에서는 26 Ωcm (220 K) 에서 18 Ωcm (300

온도저항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K) 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220 K 부근에서 온도저항계수

13].

의 부호가 전환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비저항은

Figure 6에는 (a) n-type Si, (b) S-ITO, (c) P-ITO의

n-type Si 이나 S-ITO에 비해 104 –105 배 정도 컸다. 이는

비저항의 온도변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6(a) 의

작은 결정립들이 약한 융착도로 결합된 인쇄박막이기 때문

n-type Si의 경우 비저항은 2.7 × 10−3 Ωcm (150 K) 에서

에 큰 비저항을 갖는 것으로, 높은 밀도의 결정립 경계에서

3.2 × 10−3 Ωcm (300 K) 의 범위에서 변화하였다. 변화

전하의 이동도가 제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20 K 보다

추세는 종래의 연구 [14]와 유사한 결과로 특히 고농도 도

낮은 온도 범위에서 온도가 증가할 때는 S-ITO와 유사한

핑된 Si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

변화 추세를 보이지만, 높은 온도 범위에서는 온도에 따라

사용한 Si의 경우 Hall 효과 측정 결과 캐리어 농도는 2 ×

비저항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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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cm

이었다. Figure 6(b)의 S-ITO의 경우에는 Si 보

다 더 낮은 비저항을 보였는데, 비저항은 4.2 × 10

−4

수 있다. 우선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증가할 때는 열여기에

Ωcm

의해 전하 밀도가 증가하지만 전하의 산란에 의한 이동도의

Ωcm (300 K) 의 범위에서 변화

감소가 비저항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였다. 이러한 변화 추세도 종래의 연구 [15]에서 보고된

즉 S-ITO와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ITO 박막의 비저항-온도 변화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즉

이동도의 감소는 220 K 이상의 온도에서도 지속될 것이지만

n-type Si이나 S-ITO의 경우 축퇴된 반도체의 전형적인 온

이 온도 범위에서 결정립 경계에 포획된 전하도 열여기 될

도 변화에 따른 비저항 변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것이므로 전하의 이탈현상이 발생하여 결정립 경계에서의

(150 K) 에서 4.6 ×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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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 제한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비저항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매우 큰 비저항 값을 갖는 이유와 온도 변화에 따라 온
도저항계수가 변화하는 것도 결정립 경계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나 제일 고온인 영역에서
다시 비저항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P-ITO
박막에 대한 깊은 준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2] Moataz. A et al., Renew. Sustain. Energy Rev, 79,
1346, (2017).
[3] M. K. Mitchell and D. E. Hirt, POLYM ENG SCI.
55, 1652 (2015).
[4] J. Koo et al., Mar. Pollut. Bull. 98, 130 (2015).
[5] S. I. Yang, Z. H. Wu, W. Yang and M. B. Yang,
Polym Test. 27, 957 (2008).

판단된다.

[6] J. Li et al., Nanoscale Res Lett, 12, 255 (2017).

IV. 결 과
본 연구에서는 HNS 센서 응용을 목적으로 생분해성 플
라스틱인 PLA 기판 위에 ITO 인쇄박막을 제작하고 박막
의 구조적,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우선 기판의 낮은
표면에너지와 낮은 열처리 온도 하에서 균질한 박막제작이
가능하도록 바인더 혼합비와 열처리 공정 등 인쇄공정을 최
적화하였다. 또 제작된 인쇄박막의 XRD 회절과 온도변화
Hall 효과를 측정하여, 인쇄박막의 결정립 크기를 고찰하고
비저항의 변화를 고찰하여 인쇄한 ITO 박막의 전기적 특

[7] S. P. Bhatia, C. S. Letizia and A. M. Api, Food
Chem. Toxicol. 46, S280 (2008).
[8] A. A. Al-Tabbakh et al., Int. J. Energy Res, 43,
1903 (2019).
[9] A. Gurlo et al., Sens Actuators B Chem. 44, 327
(1997).
[10] A. Valla, P. Carroy, F. Ozanne and D. Munoz, Sol
Energy Mater Sol Cells. 157, 874 (2016).
[11] Hadis Morkoç, Handbook of Nitride Semiconductors
and Devices Volume 2: Electronic and Optical Pro-

성을 설명하였다.

cesses in Nitrides (WILEY-VCH Verlag GmbH &
Co. KGaA, Weinheim, 2008),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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