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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OLED 디스플레이에서의 봉지막(encapsulation layer)은 여러 

단계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초기부터 현재까지는 금속캔이나 유리를 

이용한 봉지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OLED 패널의 유리 

두께와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부 유리를 없애고 박막을 이용하는 

박막 봉지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OLED 소자의 특성 상 수분과 

산소에 의한 퇴화에 매우 취약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봉지막은 

매우 높은 수준의 수분 방지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10-6 

g/m2·day). 특히 최근 기술 방향인 플렉서블(flexible) 제품의 경우 

사용자 환경에 따라 반복되는 굽힘(bending)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박막으로 이루어진 OLED 봉지막에 반복적인 굽힘을 

가하면 박막에 스트레스(stress)가 가해지며 미세한 크랙(crack)들이 

발생되고 이를 통한 수분과 산소의 침투는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제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현재 박막 내 

크랙의 발생은 육안을 통해 관찰하거나 크랙에 의한 투습도 변화를 

Ca 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평가를 위한 시료를 따로 

제작하여야 하고 투습 특성 평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완제품 상태에서 단기간의 평가를 통해 크랙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쉽고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굽힘 동작에 의해 봉지막의 화학적 결합이 끊어져 

생성되는 미세한 크랙들은 전자들의 이동 경로를 형성하여 봉지막의 

누설 전류 증가를 유발하므로, 굽힘에 따른 봉지막의 누설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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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통해 봉지막의 파괴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복 굽힘 평가 시 크랙 발생에 의한 봉지막의 누설 

전류(leakage current) 측정을 위해 MIM(metal-insulator-

metal)구조를 평가하였다. 플렉서블 기판 상에 Pt를 전면 증착한 

하부 전극 형성 후 1000Å 두께의 Al2O3 박막을 

스퍼터링(sputtering)공정으로 봉지막을 형성하였고, 상부 전극은 Dot 

형태의 Pt 패턴을 형성하였다. 이후 자체 제작한 2-point bending 

jig로 1000회 이상의 반복 굽힘 평가 시 크랙 발생에 의한 누설 

전류의 변화를 굽힘 횟수에 따라 측정하고 굽힘 횟수 별 

투습도(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반복 굽힘 평가 시 크랙 발생에 따른 봉지막 누설 전류 증가와 

투습도의 증가 간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봉지막 투습도 평가를 

전기적 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스퍼터링 공정으로 형성한 Al2O3 봉지막의 경우 반복 굽힘 

평가 시 초기 크랙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봉지막의 크랙 발생과 

누설 전류 증가 간의 정성적인 관계만 확인 가능하며, 정량적 평가를 

위해 개선된 실험 수행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저온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을 1000Å 두께의 SiNx 봉지막을 

형성하였으며 반복 굽힘 평가 시 봉지막 상/하부 전극 영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ITO 100Å/Pt 100Å/ITO 100Å의 하부 전극 구조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개선된 실험 조건을 바탕으로 SiNx 봉지막의 

반복 굽힘 평가와 누설 전류 증가간의 상관성을 평가한 결과 봉지막 

누설 전류량이 굽힘 횟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크랙 발생 유무에 따라서만 누설 전류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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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복 굽힘 평가 시 누설 전류 

측정 영역간 크랙 밀도에 따라 누설 전류 증가량의 급격한 차이가 

탐지되었다. 봉지막 반복 굽힘 평가 결과 발생하는 크랙과 누설 

전류의 증가간 정량적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동일한 반복 굽힘 

평가 시 크랙 미 발생 영역의 누설 전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아 

이러한 상관성을 재확인하였다. 

상기 평가를 통해 반복 굽힘 평가 시 봉지막 크랙 발생에 의한 

투습도 증가 현상이 발생하며, 봉지막 누설 전류의 증가가 발생하고 

정량적인 상관성을 가지므로 전기적 평가 방법을 통해 봉지막 크랙 

발생 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기적 분석을 이용하면 봉지막의 여러 인자들을 변경하고 

개선해가면서 투습 특성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적 절약을 할 수 

있고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인자 별 유의차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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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오늘날의 정보화시대에 각광 받고 있는 정보전달 매체로는 

휴대형 디스플레이를 들 수 있다. 향후 형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매체로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요구 되어질 것이다. 유기재료의 고유 발광을 이용한 

OLED1, 2가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그 표시 특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플렉서블 OLED는 휘거나 구부리거나 말 

수 있고, 가볍고 내 충격성이 강하며, 곡면 등의 형태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차세대 정보표시소자의 유망기술 분야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소형 디스플레이 수준을 넘어서 OLED가 

flexible, 대형 디스플레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산재해 있다. OLED는 수분이나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3-6 

OLED의 제작 후 외부 수분이나 습기로부터 디스플레이 소자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캔 혹은 유리를 사용하여 봉지를 

수행하여 왔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봉지기술을 가지고 

소형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활용이 플렉서블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봉지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7. 그 중에서 박막봉지 기술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봉지 glass 대신 다층의 박막을 Top layer에 

적용하여 수분이나 산소의 침투를 막는 봉지기술이다8. 특히 

OLED는 허용되는 외부 수분의 양이 다른 디스플레이와 비교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10-6 g/m2·day)9-11 박막으로 봉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dense한 특성을 요구한다. 이 박막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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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적용되면 glass 두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초슬림 

device를 구현할 수 있고, glass cost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구현을 위해 박막 봉지막의 

내구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휘고 펴는 동작을 계속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크랙(crack) 

및 bucking에 의해 봉지막의 수분 침투 방지 효과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파괴를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봉지막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계속적인 구부림 동작 중에 발생되는 크랙 

등의 결함을 쉽게 감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 이다. 

현재 크랙의 발생은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크랙에 의한 투습도의 

변화를 Ca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12 있지만 육안 검사 시 

확인하지 못하거나 투습 평가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세한 크랙이 발생되는 시점을 단순하고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박막으로 형성된 절연막에 반복적인 굽힘을 가하여 발생되는 

크랙들은 절연막의 화학적 결합이 끊어진 상태로 전자들의 이동 

경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Kimura는 절연막에 핀홀(pinhole)과 

같은 결함이 발생될 경우 누설 전류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13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OLED 

봉지막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 플렉서블 기판 상에 형성한 절연 

박막에 반복적인 구부림 동작을 가한 후 절연막 양단에서의 누설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크랙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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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스퍼터 공정을 통한 Al2O3 

에서의 크랙 발생과 전기적 특성 변화의 상관 관계를 비교 

평가하고 투습 평가 (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와의 

경향성 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반복 굽힘을 가할 때 크랙이 

발생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박막의 두께에 따른 

크랙의 발생 경향을 비교하였다. 보다 명확한 크랙과 누설 전류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저온 CVD 공정으로 증착한 SiNx 봉지막 평가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누설 전류 측정 방법을 통한 봉지막 파괴 

특성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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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와 이론 

 

2-1. 투습을 통한 OLED의 퇴화 메커니즘 

OLED의 대표적인 퇴화 현상인 암점(dark spot) 현상은 

유기층의 결정화로 인한 양극(cathode) 탈착14, 15,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양극과 유기층의 계면 탈착16, 17, 음극 영역의 

roughness로 인한 국부적인 고접압 point의 형성18 등에 의해 

발생되며, 특히 유기층의 결정화나 양극과 유기층 사이의 

전기화학적 반응은 수분 및 산소의 침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OLED 제품의 양극으로 Al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산소와의 

반응으로 표면에 보호 절연막 Al2O3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Al양극에 핀홀과 같은 결함이 존재할 경우 수분이 침투하여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이때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19. 

 

 

이 반응의 결과로 발생되는 수소 버블(bubble)로 인하여 

유기물과 양극 사이의 계면이 탈착되고 양극에서의 전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암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단순히 산소의 

침투로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극 하부 표면의 유기층이 

산소로 인하여 oxidation이 발생하여 암점이 발생하게 된다. Fig. 

1은 이러한 수분과 산소에 의한 암점의 발생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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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OLED 제품에서 수분과 산소를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것은 OLED 제품의 장기적인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파괴 특성은 이렇게 수분이나 

산소가 투과될 수 있는 봉지막의 결함 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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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a) Mechanism of dark spot formation during 

operation of an OLED under water vapor atmosphere and (b) 

dark spot growth mechanism for an unbiased device under a 

pure oxygen atmospher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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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연 박막에서의 전자 이동 메커니즘 

증착이 완료된 절연 박막에서의 전자는 hopping, Schottky 

emission, Poole-Frenkel effect, tunneling, SCL(space charge 

limited)의 메커니즘으로 이동하며20-23 이들 메커니즘에 의한 

전자의 이동은 봉지막 증착 후의 초기 전류값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 이동 메커니즘은 하기에서와 같이 각각 전류 밀도가 

온도 및 막두께의 의존성을 보이거나 전기장의 세기, 

베리어(barrier)의 크기, 전하량에 대해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전류 밀도를 측정하고 case 별로 fitting하여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Chaneliere은 전자 이동 메커니즘을 trap-assisted의 경우와 

tunneling의 경우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각 메커니즘에 대한 

대략적인 예시를 Fig. 2.2와 Fig. 2.3에 표현하였으며 전류 밀도에 

대한 수식을 Table. 2.1과 Table 2.2에 요약하였다24. 이때 J는 

전류 밀도, C1,C2,C3는 상수이며, q는 전하량, k는 볼츠만 상수, h는 

플랑크 상수, T는 온도, m*는 carrier의 effective mass, ε0는 

진공에서의 유전율, KT는 유전 상수이다. trap assisted 메커니즘의 

세가지 경우는 모두 bulk limited 전도이며, electronic hopping 

conduction(J1)은 열적으로 들뜬(thermally excited) 전자가 

하나의 isolated state에서 다른 state로 옮겨가는 전도 

메커니즘이며 이때의 열적 활성화 에너지는 q Φ a이다. Field 

assisted emission(J2)는 trap된 전자가 절연막의 전도대로 

tunneling하는 현상이며 Φ t는 trap과 conduction band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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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이다. Poole-Frenkel effect(J3)는 인가된 전기장으로 

인하여 trap의 barrier가 낮아져 전자들이 절연막의 전도대로 

방출되어 이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r은 1~2의 값을 갖는 

상수이다. double barrier tunneling(J4)는 두개 이상의 절연막을 

전자가 이동할 경우이며 Φ ’은 두 절연막 계면에서의 barrier 

height를 나타낸다. direct tunneling(J5)는 사다리꼴의 barrier를 

전자가 통과하는 경우, Fowler-Nordheim tunneling(J6)는 강한 

전기장으로 인하여 삼각형태의 barrier를 전자가 통과하는 경우의 

전도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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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heoretical expressions of the trap-assisted 

conduction mechanisms24. 

 

 

 

Table 2.2. Theoretical expressions of the tunneling 

conduction mechanism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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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oole-Frenkel effect 

and the field emission process24. 

 

 

Fig. 2.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different tunneling 

mechanisms identified: (a) double tunneling mechanism (the 

energy barrier extends into the second dielectric), (b) direct 

tunneling mechanism (trapezoidal barrier), and (c) Fowler-

Nordheim tunneling mechanism (triangular barrie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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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복 굽힘을 통한 크랙의 발생과 전달 

메커니즘 

2-3-1. 크랙 발생의 종류 

박막에 스트레스를 가할 경우 크랙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해지는 

힘의 방향에 따라 크랙이 발생하고 전달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Irwin은 이러한 경우를 크게 Mode I, Mode II, Mode 

III의 3가지로 나누었다25(Fig. 2.4). 

Mode I은 opening mode라고 하며 물체가 tensile strength에 

놓여 크랙이 y방향으로 당겨지는 경우이다. y,z 방향에 수직인 면에 

대칭적으로 deformation이 발생한다.  

Mode II는 sliding mode이며 크랙 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shear force가 작용하여 x축 방향으로 slide가 일어난다. z축에 

수직인 평면에 대칭적으로 deformation이 발생한다.  

Mode III 또는 tearing mode는 물체가 크랙의 표면에서 이며 

크랙 전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shear force가 작용하여 크랙의 

표면이 z방향으로 서로 slide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세가지 모드의 경우 모두 크랙의 첫 발생 영역으로부터 

x방향으로 전달되게 되며 각 모드가 혼합되는 상황인 경우 stress 

component σij는 각 모드별 stress component를 더한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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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의 tip에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각 stress 

component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여기서 K는 stress intensity factor이다.  

 

  



 

13 

 

 

 

 

 

 

 

 

Fig. 2.4. Three distinct modes of fracture : (a) Mode I 

fracture, (b) Mode II fracture, (c) Mode III fractur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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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point bending system을 사용하여 시료의 양 

끝단에 tensile stress를 가하는 반복 굽힘 실험을 통한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위의 세가지 모드 중의 Mode I에 

해당한다.  

Mode I에 해당하는 stress intensity factor를 에서의 KⅠ라고 할 

경우 Patricio는 Tada의 크랙의 형상을 나타내는 고전적인 

예시26를 참고하여 각 case별 stress intensity factor를 

구하였으며27 이것은 크랙이 전파되거나 발전되기 전의 static 

상태를 가정한 것이다. (Fig. 2.5) 

이때의 이들 구조에서의 stress intensity value들은 다음과 같다.  

 

Mode I 형태의 크랙 끝단 주변에서 stress intensity factor 

KⅠ가 어느 일정 값을 넘어서는 경우 크랙의 전파 및 전달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때의 KⅠ값을 critical stress factor라고 한다. 이 값은 Mode I 

fracture toughness라고도 하며 몇몇 물질들의 값을 Table 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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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크랙 끝단에서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크랙의 깊이의  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Callister의 끝단 반경이 ρt이고 표면 크랙의 길이가 

a일 때 크랙 끝단의 maximum stress σm이 실제 가해지는 σ0와 

다음과 같은 상관 관계에 있다는 설명 일치한다28. (Fig. 2.6) 

σ = 2σ
a

ρ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박막 표면의 roughness가 크랙 발생의 

중요안 인자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공정이나 재료에 따른 크랙 

발생의 유의차 분석 시 atomic force microscopy(AFM)등을 

이용한 표면 roughness 의 비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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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lassical examples of cracked geometrie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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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Fracture toughness of some materials27. 

 

 

 

Fig. 2.6. (a) The geometry of surface and internal cracks. (b) 

Schematic stress profile along the line X-X’in (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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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내부 응력에 따른 크랙 발생 영향성 

증착을 통하여 박막을 형성하고 나면 외부에서의 스트레스 인가 

없이 자체적으로 내부에 스트레스가 형성된다. 이를 내부 

응력(internal stress)이라고 하는데, 특정 온도에서 박막의 전체 

내부 응력(σtot)은 다음과 같이 3종류의 응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29.  

 

여기서 오른쪽 항의 σi.s는 진성 응력(intrinsic stress)으로 

박막의 증착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σext는 외인성 응력(extrinsic 

stress)으로 비정질의 결정화, 화합물의 생성, 박막과 기판간의 

반응, 결정립 성장이나 재결정화와 같이 박막의 내부에서 

부피변화가 일어날 때 생긴다. σth는 열 응력(thermal stress)으로 

기판과 박막의 열팽창 계수 차이로 인해 고온에서 박막을 증착한 

다음 상온으로 냉각할 때 발생한다. 먼저 두께에 따른 내부 응력의 

변화를 많은 연구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Leterrier는 플렉서블 기판 

상에 ITO막을 폴리머 기판 상에 두께별로 스퍼터 증착한 후 초기 

내부 응력을 측정하였다. 증착으로 인한 내부 응력 σi는 박막의 

증착 전후의 curvature R1, R2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Röll의 방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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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Es와 Ec는 각각 substrate와 coating된 박막의 Young’s 

moduli를, νs는 substrate의 Poissong’s ratio, hs와 hc는 

두께이다. 

초기 내부 응력 측정 후 substrate 양단에 tensile 스트레스를 

가하여 크랙이 발생되는 시점을 scope로 검사하여 crack onset 

strain(COS)를 확인한 결과를 Fig. 2.7에 나타내었다31. 이때 

intrinsic crack onset strain COS*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두께가 증가할수록 박막 내의 내부 응력이 증가하며 COS와 

COS*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critical strain이 박막의 두께의 root에 

반비례한다는 Chen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2. COS와 

COS*의 값을 비교해볼 때 COS의 값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실은 

박막을 증착하는 대부분의 경우 내부 응력이 compressive하게 

형성되며 외부에서 점차 가해지는 tensile stress가 초기에 

compressive한 내부 응력을 극복한 후에야 ITO 박막에 tensile 

stress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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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oating thickness dependence of internal stress, 

measured crack onset strain, and intrinsic crack onset strain 

of ITO coating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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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기 내부 응력이 compressive한 상태의 박막일 경우 

tensile stress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크랙의 발생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초기 내부 응력이 지나치게 

compressive할 경우 증착이 완료된 시점에 외부의 tensile 

stress가 없더라도 초기부터 크랙이 발생하고 박막이 파괴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투습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Fick의 제2법칙에 의해 투습되는 경로를 길게 함으로써 

박막을 통해 수분이 투습되는 양을 줄일 수 있는데33, 34, 봉지막의 

두께를 증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즉 봉지막의 두께를 증가하면 

투습 경로의 증가로 인하여 초기 투습량을 줄일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봉지막의 두께를 증가할 경우 내부 응력의 심각한 증가로 

인하여 증착 후 발생되는 크랙에 의해 초기 투습 특성이 나빠질 수 

있으며, 또한 COS의 감소로 인하여 반복되는 굽힘을 가할 경우 

적은 횟수의 반복 굽힘에서 크랙이 발생됨에 따라 신뢰성 

측면에서의 투습 특성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플렉서블 OLED 기기에서의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봉지막의 신뢰성 

측면에서 반복 굽힘에 의한 크랙의 발생을 억제하고 산소나 습기의 

투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두께의 선정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며, 봉지막에 따른 형성 두께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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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크랙의 전달 메커니즘 

플렉서블 기판에 봉지막을 형성하고 반복하여 굽힘을 가할 경우 

어느 순간 크랙이 발생되며, 이렇게 발생된 크랙은 계속되는 반복 

굽힘으로 인하여 점차 개수가 증가하고 또 발생된 크랙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tress intensity factor가 critical stress 

factor를 넘어서면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방향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전파(propagation) 될 것이다. 

Totten은 크랙의 전달 과정을 4가지의 단계로 나누었으며 Fig. 

2.8은 그 중 1번째와 2번째 단계를 나타내었다35. stageⅠ은 발생된 

크랙이 높은 shear stress plane을 따라 짧게 전달되는 short 

crack growth propagation stage 이다. 초기 크랙의 전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grain boundary나 pearlitic zone과 같은 

microstructural barrier에 의해 더 이상 크랙이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상태이며, 이를 이용하면 grain refinement나 surface 

treatment와 같은 방법으로 microstructural barrier들을 증가시켜 

물질의 fatigue strength를 증가시킬 수 있다. stress intensity 

factor가 점차 증가하면 결국 크랙의 tip 주변에서 다른 

plane들로의 slip이 시작되며 stageⅡ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stageⅡ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load 방향에 수직한(perpendicular) 

방향으로 크랙의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이것은 Fig. 

2.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oad가 계속 증가하면 불안정한 크랙의 

전파 단계인 stageⅢ 를 거쳐 최종단계인 final fracture 단계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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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는 금속 substrate위에 ceramic막이 coating된 상태에서 

3point bending test를 통하여 크랙의 진행과정을 총 4개의 단계로 

설정하였는데, 첫번째 단계는 bending을 가하여도 크랙이 발생되지 

않는 초기 단계, 두번째 단계는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는 surface 

crack단계이며, 세번째 exposed edge단계에서는 크랙이 ceramic 

코팅 막에서 전달 되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에서 가해지는 tensile 

stress에 수직한 방향으로 하부 금속 substrate와의 계면까지 

이르게 된다. 최종 네번째 단계에서는 결국 코팅된 ceramic 막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부 금속 substrate에서 떨어지는 

delamination에 이르게 된다36 (Fig. 2.9). 위에서 살펴본 경우의 

공통점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tensile stress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크랙이 전달 된다는 것이며, 심지어 Patricio의 크랙 

전달에 관한 simulation 계산에서는 초기 표면의 크랙 생성 방향을 

외부 stress의 방향과 45도 기울여 설정하더라도 결국 크랙이 

전달되는 방향은 tensile stress와 수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27. 

따라서 이러한 외부의 tensile stress에 수직으로 전달되는 

크랙의 특성으로 인하여 플렉서블 OLED 기기의 봉지막에 반복적인 

굽힘으로 인한 tensile stress가 가해지면 어느 순간 크랙이 

발생하고 수직 방향으로 전달되어 봉지막 하부의 OLED 소자로 

산소나 수분이 투과되게 되며 암점와 같은 표시 품질 불량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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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Stages I and II of fatigue crack propagation35. 

 

 

Fig. 2.9. Schematic of cracking procedures in the 3PB test: (a) 

Bending without crack, (b) Initiation of the surface crack, (c) 

Extension of the crack in the coating, (d) Extension of the 

crack in the interfac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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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크랙에 의한 박막의 특성 변화  

2-4-1. 크랙에 의한 투습도 변화 

Fig. 2.10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봉지막 등의 절연막에서의 

다른 기체 분자들의 투과는 결함의 크기에 대응하는 macro-

defects, nano-defects 그리고 박막 격자 틈새(Interstice in the 

Lattice)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며 투과되는 기체의 분자 크기와 

defect의 개수 및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37. 산소와 수분의 

분자 지름이 각각 0.32㎚, 0.33㎚ 인 사실을 감안하면, macro 

defect란 1㎚ 이상의 크기를 갖는 핀홀, 기공(Pore), 그리고 

atomic force microscopy(AFM)과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에서 관측되는 island 사이의 boundaries로 정의될 수 

있으며 투과되는 기체 분자들의 대략적인 원자/분자보다 3~4배 

이상 크다. 몇가지 기체 분자들의 diameter를 Table 2.4에 

나타내었다38. 

반복적인 굽힘 실험에 의해 생성되는 크랙도 이와 같은 macro-

defect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분은 크랙 표면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이 박막을 투과할 수 있기에 크랙이 생성되면 봉지막의 WVTR 

특성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 예상된다. WVTR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Ca test 이다. Ca test는 투습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substrate와 증착된 박막 시료 위에 Ca를 

coating하여 투습 평가를 하거나 substrate와 증착된 박막 시료 

하부에 Ca 시편을 설치하여 진행하며(Fig. 2.11), Ca의 투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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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투과율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과 Ca이 투습에 의한 CaO가 

형성됨으로 인한 restivity의 변화를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12. 

 

Fig. 2.12에 크랙을 발생시킨 봉지막을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Ca이 열화되는 것을 나타내었다12.  

봉지막 양단에 tensile stress를 가하여 크랙을 발생시켰는데 

크랙을 따라서 시간이 지날 수록 수분과 산소가 계속하여 침투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즉 봉지막의 크랙이 투습의 가장 큰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7 

 

 

 

Fig. 2.10. The gas permeation mechanism of thin films37. 

 

 

Table 2.4. The diameter of various gase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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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Schematic of Ca test39.  

 

 

 

 

 

Fig. 2.12. Optical microscopic images show encapsulated Ca 

degradation after bending at certain radius of curvature after 

(a) 1 min, (b) 10 min, (c) 30 min, and (d) 1 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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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은 굽힘 실험 유무에 따른 WVTR 특성 저하 정도를 

확인하였다39(Fig. 2.13). 이 실험은 봉지막 상부에 Ca을 코팅하여 

진행한 실험이 아닌 substrate와 증착된 박막 시료 하부에 Ca 

시편을 설치하여 진행한 실험이라 크랙 생성 모양과의 명확한 

상관성은 보기 힘들지만, 크랙의 발생이 투습도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Ca 

test등과 같은 투습도 평가의 경우 육안이나 scope를 이용한 

크랙의 발생 및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동일 

시료에 대한 반복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봉지막에서의 크랙 발생을 투습도를 이용한 방법 외에 다른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전기적 분석) 확인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가지고 실험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새롭게 수립한 평가 방법은 

기존 투습도 측정 및 육안 검사 등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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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Calcium test results of the optimum barrier 

structure (a) without and (b) after bending in a compressive 

mode for 5000 time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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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박막 결함에 의한 전기적 특성 변화 

플렉서블한 substrate에 증착된 박막에 크랙과 같은 defect가 

발생할 경우 전기적 특성의 변화가 발생한다. ITO와 같은 전도성 

박막의 경우에는 저항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스트레스 인가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통하여 쉽게 defect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다40. 

OLED 기기에서의 봉지막과 같은 절연 물질로 이루어진 박막의 

경우에는 저항의 변화를 통하여 defect의 발생을 알 수 없으며, 

다른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I-V 측정을 통한 

누설 전류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Kimura는 Al/Ta2O5/Si 구조로 이루어진 MOS 구조에서 증착 

초기 amorphous상태의 Ta2O5가 600℃를 경계로 결정화가 

이루지는 점을 이용하여 온도 별 N2 annealing을 실시하였는데, 

Ta2O5가 600℃ 이상에서 결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박막에 

densification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박막의 

depression영역 근처에서 pinhole들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14). Annealing 온도 별로 amorphous 상태의 

시료와 결정화가 발생한 시료의 I-V를 측정한 결과 결정화가 

이루어지면서 pinhole이 발생한 시료의 경우 초기 대비 누설 전류 

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Fig. 2.15) Kimura는 

이렇게 발생되는 pinhole들이 누설 전류의 path가 된다고 하였다13.  

이러한 박막의 densification에 의한 pinhole의 발생뿐만 아니라 

박막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플렉서블 OLED 기기에서의 반복적인 굽힘 동작이라는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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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으로 봉지막에 미세한 크랙들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크랙들도 그러한 절연 박막에 발생하는 

defect이다. 따라서 봉지막의 화학적 결합이 끊어진 상태인 미세한 

크랙 역시 conduction path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Minj는 AFM-probe를 이용하여 AlInN/AlN/GaN 박막 표면의 

nano-crack들을 확인하고 크랙이 있는 표면과 크랙이 발생하지 

않은 표면에서의 I-V특성을 측정하였는데 크랙의 유무에 따라 

누설 전류의 양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41(Fig. 2.16), 이러한 사실은 

크랙이 conduction path를 형성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반복 굽힘 실험에 의해 봉지막 내부에 

생성되는 크랙의 정도를 I-V특성 측정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정도의 큰 crack 발생 

이전에 봉지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봉지막의 크랙은 산소나 수분 투과의 

주요 경로가 되므로 반복 굽힘 횟수에 따른 전기적 특성과 

투습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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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Bright field images and electron diffraction patterns 

of annealed Ta205 films. (a) As-deposited and (b) annealed 

at 600℃, Arrows in B indicate pinholes13. 

 

 

Fig. 2.15. Leakage current of MOS diodes consisting of 

Al/Ta2O5/Si structure vs. applied electric fiel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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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a) Topography image of nano-crack, (b) 

corresponding phase image, and (c) microscopic current-

voltage characteristics at the cracks and on a crack-free 

surface of AlInN/AI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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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측정 장비의 원리 

2-5-1. Ellipsometer 

Ellipsometry란 광학적으로 균일하게 증착된 박막 두께와 굴절률 

측정하는 방법이다. Plane-polarized light이 박막 표면에 일정한 

각도로 조사된 후 반사될 때 편광은 박막 표면에 대해 평행한 p-

편광과 수직한 s-편광 두가지 성분으로 분리된다. 이 두 성분의 

표면과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두 성분의 상과 진폭은 서로 변하는 양상이 다르며, 따라서 반사 

후의 p-편광과 s-편광이 합쳐져 입사된 빛에 비해 파장과 편극이 

변한 타원 편광을 형성하게 된다.(Fig. 2.17)  

Ellipsometry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p-편광과 s-편광 각각의 

반사 계수인 γp와 γs 사이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표면과 공기 

사이의 전이 범위(transition region)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된 γp와 γs는 아래의 식을 통해 위상폭 ψ와 위상차 Δ로 

표현된다. 

ρ =
γ

γ
= tan ψ e Δ 

Ellipsometry는 편광된 빛을 사용하여 박막의 두께와 굴절율, 

소광계수를 측정하는데, 반사되는 편광의 상대적인 상 변화를 

이용하여 측정하므로 다른 종류의 반사 측정 장치보다 감도가 

우수하다(Fig.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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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Principle of the ellipsometry42. 

 

 

 

 

Fig. 2.18. Schematic diagram of the ellipsometry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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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Mocon 

투습도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수분의 양을 말한다. 

보통 단위는 g/m2·day를 사용한다. WVTR(Water Vapor 

Transmission Rate)이라고도 표현한다. 투습도는 Mocon ASTM 

F-1249로 측정하였고 원리와 기기는 Fig. 2.19와 같다. 대기압 

상태에서 투습도를 측정할 시료를 wet chamber와 dry chamber 

사이에 설치하고 그 사이를 수증기가 통과하게 된다. 투과된 수분의 

양은 적외선 흡수를 이용한 sensor를 통해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되게 된다. 이때 투습도는 일반적으로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포화유량을 사용한다. 즉 박막 종류나 두께, 

초기상태에 따라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시간은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48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Mocon 장비의 측정한계는 5×10-3 g/m2·day 이고 이 값 

이하의 투습도를 측정하려면 Ca teat와 같은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43. 

투습도는 Fick의 제1법칙을 변형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ck의 제1법칙은 농도 C를 사용하지만, 이는 박막내의 농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H2O의 증기압(PH2O: atm)과 용해도(S: 

g/m3/atm)를 이용하여 박막 내의 수분의 농도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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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박막인 경우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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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19. (a) Principle of WVTR measurement and (b) Mocon 

equipmen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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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박막의 응력 측정 

박막의 응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판의 곡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측정 방법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박막의 증착 전후의 curvature R1, R2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Röll의 

방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30.  

 

이때 Es와 Ec는 각각 substrate와 coating된 박막의 Young’s 

moduli를, νs는 substrate의 Poissong’s ratio, hs와 hc는 

두께이다. 기판의 곡률 측정은 Fig. 2.20에서 보는 것처럼 laser 

scanning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44. 휘어진 기판에서 반사된 빔의 

각도는 광 검출기에서 계산되어 곡률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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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Schematic diagram of a laser scanning instrument 

used to measure substrate curvature and associated film 

stres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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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실 험  방 법  

 

3-1. MIM (Metal-Insulator-Metal) 구조 

시료 제작 

본 실험에서는 봉지막에서의 누설 전류 측정을 위해 

금속/절연막/금속으로 이루어진 MIM구조를 기본으로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Fig. 3.1에 본 실험에 사용한 MIM 구조의 모식도와 

제작 방법을 나타내었다. 플렉서블한 폴리머 기판 위에 하부 전극과 

절연 박막을 전면 증착 하고 상부 전극으로 Dot 형태의 패턴을 

형성하였다. 

폴리머 Substrate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착 온도, 열팽창 

계수, 내화학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이 실험에서는 Arylite 

기판을 사용하였다.  

최근 sputtering을 비롯해 atomic layer deposition(ALD),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OLED 기기의 봉지막을 형성하고 있는데43, 45-47 이번 연구에서는 

이 중 sputtering과 CVD방법으로 봉지막을 증착하여 평가하였다. 

먼저 Al2O3를 스퍼터 증착하였으며 5-angle RF system을 

사용하였다(CS5000, SNTek Corp). Fig. 3.2(a)는 전체적인 

스퍼터 시스템을 나타내었고, (b)는 타겟 표면의 자기장 강화를 

위해 자석을 추가하여 음극을 변형시킨 사진이다. 음극에 자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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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자기장을 강화시키면 전자와 Ar이온의 충돌이 증가하여 

플라즈마 형성을 촉진시킨다48. 두번째로는 SiNx를 LT-

PECVD(low temperature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로 증착 하였는데,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전극 물질의 경우 ITO(tin-doped indium oxide; 

In2O3:SnO2=90:10 wt%)와 Pt 두가지를 사용하였는데, ITO의 

경우 DC 스퍼터 공정으로 형성하였으며, 50W조건에서 Ar gas만을 

이용하였다. 공정 압력은 0.5mTorr이다. Pt 전극은 e-beam 

evaporator를 통해 증착하였으며, 상부 전극의 pattern 형성은 

자체 제작한 dot 형태의 shadow mask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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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chematic diagram of a MIM structure specimen on a 

polymer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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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 (a) The 5-angle cluster RF Sputtering system and 

(b) modified magnet for enhanced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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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복 굽힘 평가 (2-point bending 

system) 

연속적인 굽힘 평가(bending test)를 통해 플렉서블 봉지막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굽힘 평가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Fig. 3.3에 나타내었다. 첫번째는 보통의 굽힘 

실험에 주로 사용 되는 2 point bending test 장비이다. 제작 및 

실험 방법의 쉬운 점은 있으나 시료 내의 휘어지는 곡률 반경이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point bending test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X-Y- θ  bending 

system을 이용하는 것인데 본 실험에서는 제작의 용이성 및 시료 

내부에서의 전체적인 곡률 반경의 uniformity를 확보할 수 있도록 

2-point bending system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Fig. 3.4에 

표시하였다. 시료의 한쪽 끝단의 위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반대쪽 

끝단이 X축 방향으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시료를 잡아주는 

holder부분이 자연스럽게 rotation 동작을 하도록 하여 시료 

전체적인 곡률 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였다. X축으로의 

왕복 이동 속도인 jog speed는 조절 가능하며 왕복 이동 거리의 

조절을 통해 실제 시료에 적용되는 곡률 반경을 설정하게 된다. 1회 

왕복으로 1회의 굽힘 평가가 완료되며, 1회 단위로 반복 작업을 

설정할 수 있다. 최대 60㎜×60㎜ 크기의 시료까지 loading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시료 크기 20㎜×25㎜로 제작하고 X축 

방향으로 시작점에서 23㎜ 거리의 왕복 운동을 가하여 곡률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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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반복 굽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다. 추가로 시료의 크기는 

고정한 상태에서 왕복 운동 거리의 조절로 8㎜와 5㎜의 곡률 

반경까지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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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Photographs of (a) the 2-point bending system and 

(b) the X-Y-θ bending system and the schematics, (c) and 

(d) corresponding to (a) and (b), respectively12. 

 

 

                (a)                            (b) 

Fig. 3.4. The 2-point bending system for bending the MIM 

specimen : (a) a flat specimen and (b) a bent specimen with a 

bending radius of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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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제작된 MIM 구조 시료의 봉지막와 ITO 전극의 두께는 굴절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ellipsometer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t 전극은 e-beam evaporator의 crystal gage로 증착과 동시에 

monitoring하였다.  

박막의 표면 roughness와 morphology는 atomic force 

microscopy(AFM) 장비를 이용하여 scan length 5.0㎛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광학적 검사는 박막 표면에 반복 굽힘에 의해 발생하고 증가하는 

크랙을 용이하게 관찰하기 위해 현미경의 노말스키(Normarski) 

모드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를 이용하였다. 박막 

내부 수직 방향으로의 크랙의 전달 과정은 focused ion beam(FIB)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전기적 특성은 HP 4145A 반도체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상온 

상태 및 측정 온도를 변경하면서 봉지막 상하부 전극 사이의 I-

V특성을 측정하였으며 반복 굽힘에 따른 전극의 저항 변화 

측정에도 사용하였다. 

투습도는 Mocon ASTM F-1249로 측정하였고 박막의 응력은 

laser scan을 통해 박막의 curvature radius를 측정하여 응력을 

계산해내는 multi-beam optical system(MOS) 장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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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고찰 

 

4-1. Sputtered Al2O3 봉지막 평가 

두가지 종류의 봉지막에 대한 반복 굽힘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스퍼터링으로 증착한 Al2O3로 봉지막을 1000Å 

형성하였다. 전기적인 누설 전류의 측정이 본 실험의 주된 평가 

방법이므로 초기 I-V 특성의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두가지 공정 조건으로 박막을 제작하여 봉지막의 스트레스 인가 전 

누설 전류를 측정하였다. 공정 조건은 Table. 4.1과 같다. 두가지 

공정 조건에서 첫번째 조건인 공정 압력 5mTorr, Ar:O2=9:1sccm, 

RF power 150W, 상온에서 증착한 시료는 초기 누설 전류의 양이 

너무 크고 시료 별 편차도 많이 발생하여 본 실험에 적합한 특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 압력 0.5mTorr, Ar:02=7:3sccm, 

RF power 150W, 기판 온도 100℃에서 증착한 시료의 경우 초기 

매우 안정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둘의 IV 특성을 Fig. 

4.1에 나타내었다. 첫번째 시료와의 주요 변경점은 공정 압력과 

O2의 유량, 기판 온도이다. 공정 압력의 영향성을 생각해보면, 일단 

스퍼터에서는 공정압력이 막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Ar+이온이 자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타겟에 충돌하고, 타겟에서 

우리가 증착하고자 하는 원자가 떨어져 나와 기판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공정 압력이 낮으면 원자가 기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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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때까지 평균자유이동거리(mean free path)가 길어져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높은 운동에너지로 인해 박막의 밀도가 

향상되고49 기판과 더 강하게 충돌하여 원자가 깊숙히 박히는 

현상(peening)이 잘 일어나 pore등의 Al2O3막 내 defect site의 

감소가 이루어져 누설 전류의 감소를 예측해볼 수 있다. O2의 

유량을 늘려준 이유는 Al2O3막에서의 O2 depletion 영역으로 인한 

누설 전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O2 유량 증가를 통해 개선해보고자 

하였다. Substrate의 온도 증가는 결국 substrate에서의 sputtered 

atom들의 에너지를 늘려 surface mobility를 증가시키고 박막의 

defect를 감소시키는 효과50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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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rocess condition of Al2O3 layer. 

Target Al2O3 (99.995 %) 

Initial Pressure 

(Torr) 
< 1×10-6 

Sputter Pressure 

(Torr) 
5 0.5 

Target-Substrate 

Distance (cm) 
10 

Substrate Rotation 

Rate (rpm) 
12 

Substrate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100℃ 

Sputter Gas Flow 

(sccm) 
Ar:O2 = 9:1 Ar:O2 = 7:3 

Sputter Power 

(W) 
150 

Thickness (Å)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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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I-V characteristics of as-deposited Al2O3 layers for 

2 different points at various proces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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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전극 물질의 선정 

전극 자체의 굽힘 특성이 좋지 않을 경우 전극에서의 균열이나 

결함이 생기게 되면 전기적 특성 평가 진행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한 봉지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봉지막의 반복 굽힘에 

따른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에 앞서 상하부 전극 물질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적절한 재료의 선정이 필요하다. 두가지 전극 

물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ITO 1000Å과 Pt 700Å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폴리머 기판위에 각각의 전극을 증착 후 굽힘 실험을 통해 반복 

굽힘 횟수 별 전극의 저항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4.2). ITO의 

경우 200회의 반복 굽힘 후 시료 양 끝단의 저항 변화를 측정한 

결과 초기 저항 1.1×103Ω에서 2.2×105Ω으로 약 200배의 저항 

증가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ITO 박막의 크랙의 발생에 기인한다. 

scope로 확인해보면 ITO박막에 크랙이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4.3) 

Pt의 경우 500회의 반복 굽힘 평가 진행 후에도 이러한 급격한 

저항 변화 현상이 않고 30%수준의 저항 증가 만이 발생하여 

양단의 저항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TO의 경우 

산화물의 brittle한 특성으로 인하여 tensile stress 에서 크랙이 

다수 발생된 반면 Pt는 metal 물질로써 연성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sputtered Al2O3 봉지막을 

사용한 실험에서의 상하 전극 물질로는 Pt 700Å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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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Resistance variation of electrode as a function of 

bend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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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Optical microscopic image of the cracked ITO layer 

after be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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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크랙의 광학적 분석 

초기 특성 확보를 통한 봉지막과 상하부 전극 물질의 선정 후 

폴리머 기판에 MIM구조를 적층하여 반복 굽힘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크랙이 발생되는 현상과 굽힘 횟수에 증가에 따라 크랙의 

밀도가 증가되는 경향, 크랙이 초기 발생된 상태에서 전달되는 

변화를 scope와 FIB, AF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양단에 

tensile stress가 가해질 경우 크랙은 tensile stress에 동일 평면 

상의 수직 방향, 즉 stress의 방향이 x축이라 하면 크랙은 y축 

방향으로 형성되며51 이러한 현상은 봉지막에 요철과 같은 

pattern이 형성되더라도 변함이 없게 되는데52, 본 실험에서도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4). 모든 크랙이 시료 양단에 걸린 

스트레스에 수직한(perpendicular) 방향으로 형성되었으며, 반복 

굽힘 횟수가 증가할수록 크랙의 개수 또한 증가하였다(Fig. 4.5). 

산화물 막의 brittle한 특성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반복 

굽힘만으로도 크랙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굽힘 횟에 따른 

크랙의 밀도 증가 경향은 Fig. 4.6와 Table 4.2에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크랙의 전달 과정을 FIB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Fig. 4.7), 앞 절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tensile 

stress의 방향을 x축이라 하면 봉지막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인 

z축 방향으로 vertical하게 크랙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하여 반복 굽힘을 가하여 크랙이 봉지막 하부까지 완전히 

전달된 후에는 하부 Pt 전극까지 크랙이 영향을 미쳐 결국 Pt 막의 

손상까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AFM 분석을 통해서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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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Fig. 4.8에 나타낸 것은 굽힘 횟수에 따른 크랙의 발전 

과정을 AFM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50번의 반복 굽힘 후에 

발생한 크랙의 경우 깊이와 상부의 폭이 좁지만 500회의 굽힘을 

가한 결과 크랙 상부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증가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크랙의 전달 방향으로 인하여 중간에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유연성 재료의 삽입을 통하여 크랙의 전달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으며, 주로 무기물의 봉지막 사이 사이에 유기막을 

형성하는 multi-layer 방식의 봉지막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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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4. Optical microscopic image of (a) as-deposited, (b) 

after 500 bending times. 

 

 

Fig. 4.5. Optical microscopic image patch work of Al2O3 layer 

as a function of bend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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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rack density of Al2O3 layer as a function of bending 

times. 

 

Table. 4.2. Crack density data of Al2O3 layer as a fuction of 

bending times. 

Bending 
times 

50 100 200 300 500 

Crack 
density  
(㎜-1) 

30825.
9 

35449.
8 

36991.
1 

38532.
4 

4007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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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7. FIB image of the Al2O3 specimen after (a) 50times, 

(b) 300times, (c) 500 times of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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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Topography image of crack as a function of bend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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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반복 굽힘에 따른 전기적 특성 평가  

Al2O3 1000Å 봉지막에 대한 반복 굽힘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측정해보았다. 반복 굽힘을 가할수록 봉지막 내부에 크랙이 

발생되며 봉지막의 화학적 결합이 끊어진 상태인 미세한 crack이 

conduction path를 형성하여 누설 전류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부 전극의 양 끝단 영역은 봉지막 형성 시 masking을 

통하여 외부로 노출시키고 봉지막 증착 후 상부 전극은 dot형태로 

patterning을 하여 여려 영역의 누설 전류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양 끝단 중 한 곳에서 하부 전극을 

contact하고 제작된 시료 중앙 영역의 상부 전극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복 굽힘을 가하며 일정한 굽힘 횟수 별로 I-V측정을 

실시하였다. Fig. 4.9에서 보이듯 초기 상태 1㎹/㎝에서의 전류 밀도 

값이 7.13×10-7A/㎝2 에서 500회 반복 굽힘 후 1.28×10-5A/㎝2 

로 약 18배 증가하는 등 굽힘 횟수가 증가할수록 동일 상부 

전극에서의 누설 전류 밀도가 점차 증가하는데 이는 크랙의 밀도 

증가와 관련이 높다. 이러한 전기적 특성의 경향성은 뒷 절에서 

투습도의 변화 경향과 비교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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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누설 전류의 conduction mechanism 분석  

전기적 특성 분석 후 봉지막에 발생하는 누설 전류의 conduction 

mechanism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절연 박막에서의 conduction 

mechanism은 여려 종류가 있으며 이는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전류 

밀도를 측정하고 case 별로 fitting하여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을 앞 절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초기 상태와 반복 굽힘 후의 

시료의 I-V 특성을 온도 별로 측정하고 fitting해 보았다. Al2O3의 

경우 Poole-Frenkel effect에 의한 전자의 이동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문헌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55, 

스퍼터링을 통해 증착한 굽힘 평가 전의 Al2O3봉지막 시료의 I-

V특성 평가 결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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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Al2O3 layer with bend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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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J/E)와 E1/2이 linear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온도에 대한 

경향성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Fig. 4.10(a)). Poole-

Frenkel effect에 따른 전류 밀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반복되는 굽힘이나 스트레스의 인가로 인하여 봉지막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전류 밀도와 전기장의 세기를 

case별로 fitting하면 전자 이동 메커니즘이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거나 추가될 경우 이를 추정해볼 수 있는데, 500회의 반복 

굽힘 후의 I-V 특성은 초기 특성과는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측정 후 fitting 결과에서는 일부 e-field 구간에서 Fowler-

Nordheim tunneling에 의한 conduction mechanism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도에 의한 경향성이 

오히려 역전되는 등 명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어떠한 

mechanism과도 fitting 결과가 맞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4.10(b)). Fowler-Nordheim tunneling에 따른 전류 밀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특이할 만한 점은 측정을 진행한 후 상부 전극에 대한 scope 

관찰 시 크랙을 따라 상부 전극이 burnt의 현상으로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극 일부 영역은 특정 측정 온도 이상에서는 

peel off 현상까지 발생되었다(Fig.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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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통해 반복 굽힘을 통한 크랙의 발생으로 초기 

상태 대비 다양한 conduction mechanism이 추가되어 여러 가지 

mechanism이 동시에 작용하여 전자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P.F effect로는 설명되지 않는 leakage 성분이 증가하고 그러한 

전자의 이동은 대부분이 크랙 주변에 집중되어 크랙을 따라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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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0. The current density versus oxide electric field 

characteristics at various measurement temperatures for 

Al2O3 layer. (a) as-deposited, (b) after 500 bend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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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Optical microscopic image of the top electrode on 

Al2O3 MIM specimen at 361K after 500 bend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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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투습도 평가 및 전기적 특성과의 비교 

 Sputtered Al2O3 봉지막의 전기적 특성 평과와 동시에 반복 

굽힘 횟수에 따라 투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였다.  시료는 

전극의 영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극을 형성한 시료와 전극을 

형성하지 않은 시료 두가지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Fig. 

4.12에 나타내었다. 두가지 시료 모두 초기 상태에서 반복 굽힘을 

진행할수록 투습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초기 투습도 

대비 500회의 반복 굽힘 후에는 3배 이상의 투습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전극을 형성하지 않은 시료의 초기 및 굽힘 후의 투습도 

절대치가 더욱 크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금속 전극 박막으로 인한 

투습도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기 

투습도의 절대치와의 굽힘 평가 후의 투습도의 상대치는 적인 비교 

결과 투습도의 증가 경향은 전극 형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극 layer가 투습도 증가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투습도 측정 결과를 누설 전류 평가 결과와 matching해 

보았다. 전극을 형성한 시료의 굽힘 횟수 별 투습도 값과 0.5㎹/㎝, 

1.0㎹/㎝, 1.5㎹/㎝ e-field에서의 전류 밀도를 표시해보면(Fig. 

4.13) 투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경우 모두 전류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즉 투습도의 증가와 누설 

전류의 증가의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반복 굽힘 횟수 별 투습도와 특정 e-field에서의 전류 밀도의 

값을 Table 4.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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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WVTR as a function of bending times : (a) absolute 

and (b) relative value to init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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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The relationship between WVTR and a leakage 

current density of Al2O3 layer. 

 

 

Table. 4.3. WVTR and current density data of Al2O3 layer as 

a fuction of bending times. 

Bendin
g times 

WVTR 
(g/m2·day) 

Current density (A/㎝2) 

@0.5㎹/㎝ @1.0㎹/㎝ @1.5㎹/㎝ 

0 0.151 
2.07×10-

7 
7.13×10-7 3.34×10-6 

100 0.361 
4.04×10-

7 
2.14×10-6 1.00×10-5 

300 0.432 
2.11×10-

6 
9.47×10-6 2.35×10-5 

500 0.470 
3.28×10-

6 
1.28×10-5 3.6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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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봉지막 두께 split 평가 

Al2O3 1000Å 봉지막에 대한 평가 후 2000Å으로의 두께 상향 

평가를 진행해 보았다. 투습도 및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여 

두께 변경 전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Fig. 4.14에서 

보듯 증착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미 random 방향으로의 크랙이 

다수 발생하여 특성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박막의 내부 응력으로 인한 크랙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데, 박막에 일정 방향의 tensile stress를 가하여 발생하는 

크랙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방향성 없이 무작위한 상태로의 크랙 

발생을 볼 수 있다. laser scanning 방법을 통해 substrate위에 

박막을 증착하기 전후의 curvature 차이를 이용하여 두께 별로 

각각 3개의 시료의 내부 응력을 측정한 결과 약 300Mpa 이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료 별 내부 응력 측정값을 Fig. 

4.15와 Table 4.4에 정리하였다. 1000Å 시료의 경우 내부 응력이 

거의 형성되지 않거나 약간의 tensile stress가 형성된 반면 

2000Å 시료의 경우 강한 compressive stress가 박막 내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습 경로 증가를 통한 

초기 투습 특성 향상을 위해 봉지막의 두께를 단순히 올리는 것은 

내부 응력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막의 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굽힘에 대한 저항성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각 봉지막 별로의 

초기 특성과 굽힘 특성에 대한 두께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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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Optical microscopic image of randomly occurred 

cracks on Al2O3 layer of 2000Å thickness.      

(magnification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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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Residual stress Al2O3 layers with various 

thicknesses : Samples 1,2,3 with a thickness of 1000Å and 

samples 4,5,6 with a thickness of 2000Å. 

 

Table. 4.4. Residual stress data of Al2O3 layers. 

Sample # 
Curvature 
difference  

(1/m) 

Thickness 
(㎚) 

Residual stress  
(㎫) 

1 0.00012 

100 

10.19 

2 0.00153 127.21 

3 0.00082 68.26 

4 -0.00736 

200 

-305.98 

5 -0.00686 -285.19 

6 -0.00804 -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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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LT-PECVD SiNx 봉지막 평가 

앞 선 실험에서 sputtered Al2O3에서의 크랙의 발생과 전달 

과정을 확인하고 전기적 특성과 투습도의 비교를 진행해보았는데 

Al2O3 봉지막의 brittle한 특성으로 인해 적은 수의 반복 굽힘에 

의해서도 크랙의 발생이 너무 심하여 명확한 크랙과 누설 전류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다 크랙에 

저항성이 큰 SiNx 봉지막을 이용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증착은 LT-PECVD 방식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증착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공정 온도는 85℃이었다. 증착 후 반복 굽힘 평가 

결과 1000회까지 반복 굽힘을 가하더라도 크랙 발생이 없었으며 

높은 크랙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었다.  

4-2-1. 전극 물질의 선정 

앞선 실험에서 Al2O3봉지막의 경우 Pt 700Å에 대한 영향성이 

투습도의 절대치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iNx의 경우 

뒷 절의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t 700Å의 상부 전극에 

크랙의 발생 특성이 영향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brittle한 

특성으로 인하여 박막 자체의 크랙 발생이 심한 산화물의 경우 

상하부 전극의 영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SiNx의 경우 반대로 

상하부 전극 물질에 대해 민감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극 형성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여 두가지 방법으로 개선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77 

첫번째는 ITO와 같은 산화물 막인 Al2O3사이에 금속 물질인 

Ag를 적층하여 금속의 뛰어난 연성을 바탕으로 크랙 생성을 

억제시킨 결과를 토대로56 연성 특성을 가지는 Pt를 ITO 전극 

사이에 삽입하였다. ITO 500Å/Pt 100Å/ITO 500Å 하부 전극을 

형성 후 평가한 결과 반복 굽힘 1000회까지 크랙 발생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었지만 ITO 1000Å의 조건 대비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내부 응력 증가로 

인해 크랙 발생이 증가하므로 ITO 박막 두께를 200Å로 감소하여 

반복 굽힘 평가를 진행한 결과 1000번의 반복 굽힘을 가한 후에도 

저항의 증가나 크랙의 발생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위의 

두가지 개선방안을 모두 적용하여 ITO 100Å/Pt 100Å/ITO 

100Å의 하부 전극 구조 최적화를 완료하였다(Fig.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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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Variation of an electrical resistance with the 

bending times for the MIM specimen with various bottom 

electrodes, showing the effects of electrode layer thickness 

and intermediate metal layer on the resistance : (a) absolute 

and (b) relative value to init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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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크랙의 광학적 분석 

봉지막을 형성하기 위해 폴리머 기판 위에 앞선 실험을 통해 

최적화한 하부 전극을 형성하고 SiNx박막을 1000Å 증착하였다. 그 

후 반복 굽힘에 따른 봉지막의 크랙 발생 여부를 현미경을 이용한 

광학 분석 방법을 통해 평가하였는데 1000회의 반복 굽힘 진행 

후에도 SiNx막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전기적 

특성 측정을 위한 상부 전극은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Dot 형태로 

패턴을 형성하였으며 Pt 단일막 700Å을 증착하였는데 반복 굽힘 

평가 결과 상부 전극을 형성하기 전과는 다른 결과를 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상부 전극이 없는 SiNx봉지막에서 1000회까지 

발생되지 않던 크랙들이 상부 전극 형성 후 반복 굽힘 평가 결과 

100회의 반복 굽힘만으로도 상부 전극 주변에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크랙의 발생 여부 및 개수는 상부 전극 별로 상이하였고 1000회의 

반복 굽힘 후에도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상부 전극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크랙이 발생한 상부 전극 주변은 반복 굽힘 횟수를 

증가함에 따라 크랙의 개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상부 전극 주변의 

SiNx박막도 일부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SiNx봉지막 내부로도 

크랙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17). 반복 굽힙을 

통한 스트레스 인가 시 700Å Pt 상부 전극 주변에서만 국부적으로 

크랙이 발생되는 점은 Pt 막의 내부 응력으로 인한 크랙 발생의 

저항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개선을 위해 상부 

전극으로 ITO 200Å 만을 형성한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상부 전극 ITO 200Å 조건에서는 15㎜의 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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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에서 1000회 이상 굽힘 평가 시에도 크랙 발생이 없었으며, 

이에 굽힘 반경을 8㎜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약 900회의 

반복 굽힘 진행 시 크랙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부 전극 

영역에서만이 아닌 시료 전체 영역에서 발생되었다. 또한 상부 전극 

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반복 굽힘 횟수에서 크랙이 발생되는 

결과를 나타내 상부 전극의 영향성을 배제하고 결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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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Optical microscopic image of cracks, which 

occurred on the 70nm thick Pt top electrodes. 

 

  



 

82 

4-2-3. 반복 굽힘에 따른 전기적 특성 평가 

크랙이 발생하는 상부 전극 Pt 700Å 형성 시료에 대한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하였다. 하나의 상부 전극에서 반복 굽힘을 가하는 

동안의 e-field에 대한 전류 밀도를 구하였는데, 하부 전극과 상부 

전극 사이의 전압을 0V에서 +30V까지 변화시키면서 봉지막 

양단의 전류를 측정한 결과 Al2O3봉지막에서의 누설 전류의 

점차적인 증가를 보였던 것과는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지막의 누설 전류량이 굽힘 횟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로지 크랙의 발생 유무에 

따라서만 누설 전류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반복 굽힘을 

가함에 따른 크랙의 개수가 증가하는 부분도 누설 전류의 변화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1개의 크랙이 발생한 경우와 2개의 크랙이 

발생할 경우 각각 누설 전류의 급격한 변화가 탐지되었으며 추가로 

발생되는 크랙에 대해서도 누설 전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4.18, 4.19). 2.0㎹/㎝, 3.0㎹/㎝에서의 굽힘 횟수 별 

전류 밀도값을 Table 4.5에 표시하였다.  

이 현상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SiNx 봉지막 시료의 다른 상부 

전극의 반복 평가에서도 재현성이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크랙과 

누설 전류의 관련성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굽힘 

횟수의 증가에도 크랙의 발생이 없는 영역의 상부 전극의 누설 

전류 증가를 평가하였다. 오로지 크랙의 발생 유무에 따라서만 누설 

전류의 변화가 생긴다면 반복 굽힘을 가하더라도 상부 Pt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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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크랙이 발생하지 않은 영역은 누설 전류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에 반복 굽힘 500회, 1000회 평가 후에도 크랙이 발생하지 

않은 영역의 누설 전류 측정 결과 전류 밀도의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반복 재현 실험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4.20). 

상기 평가를 통해 전기적 측정을 통한 크랙 발생 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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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Current versus electric field (I-V) curves of SiNx 

specimens depending on the bending time.  

 

 

Fig. 4.19. Optical microscopic image of (a) the occurrence of 

1 crack after 400 bending times, (b) the occurrence of 2 

cracks after 500 bending times, (c) the occurrence of 3 crack 

after 800 bend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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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Current density data of SiNx layer as a fuction of 

bending times. 

Bending 
times 

Current density (A/㎝2) 
# of cracks 

@2.0㎹/㎝ @3.0㎹/㎝ 

0 6.94×10-8 2.52×10-6 0 

100 1.15×10-7 2.60×10-6 0 

200 1.36×10-7 2.64×10-6 0 

300 1.88×10-7 2.83×10-6 0 

400 7.04×10-7 7.94×10-6 1 

500 2.10×10-6 1.59×10-5 2 

600 2.79×10-6 1.83×10-5 2 

700 3.66×10-6 1.99×10-5 2 

800 5.10×10-6 2.57×10-5 3 

900 4.89×10-6 3.31×10-5 3 

1000 6.16×10-6 3.78×10-5 4 

 

 

Fig. 4.20. I-V curves of SiNx specimen, which shows no 

cracks before and after a be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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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Sputtered Al2O3 봉지막과의 비교 분석 

두 봉지막에 대한 실험 결과 SiNx와 Al2O3의 크랙에 대한 내성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비교를 위해 동일 

substrate에 하부 전극을 ITO 500Å/Pt 100Å/ITO 500Å로 

동일하게 형성하고 SiNx와 Al2O3을 각각 1000Å 증착하여 1000회 

반복 굽힘을 실시하였는데, SiNx은 크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Al2O3은 수십 번의 반복 굽힘 만으로도 크랙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SiNx 봉지막과 Al2O3 봉지막의 크랙에 대한 내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표면 roughness, bulk특성, 열 응력 세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다.  

첫번째로 표면 roughness 관점에서는, 크랙 끝단에서의 stress 

concentration를 고려할 때 끝단 반경이 ρt이고 표면 크랙의 

길이가 a일 때 크랙 끝단의 maximum stress σm이 실제 가해지는 

σ0에 크랙의 깊이를 끝단 반경으로 나눈 값의 승을 곱한 값에 

비례한다. 따라서 표면 roughness가 좋지 않을 경우 표면 

defect들의 끝단의 maximum stress가 커지게 되므로 크랙의 

발생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Al2O3와 SiNx 박막의 AFM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측정 결과에서는 rms의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21).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 bulk 특성에 대해 고려해보았다. 박막 형태의 증착을 

하게 되면 증착 공정 조건이나 막두께 등에 따라 막특성이 

변화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bulk특성도 주요하게 막특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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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의 bulk특성 중 크랙과 관련된 특성 중에 

flexure strength가 있는데, beam 형상의 시료를 3point 또는 

4point bending 등의 평가를 통하여 fracture가 일어나기까지의 

force를 측정하여 산출하게 된다. 3point bending에 따른 flexure 

strength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Fig. 4.22에 나타내었으며, 

alumina와 silicon nitride의 flexure strength를 포함한 몇가지 

bulk특성에 대한 비교를 Table. 4.6에 정리하였다. silicon nitride의 

flexure strength가 660㎫로 alumina 110㎫대비 6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의 크랙 발생의 차이도 이러한 

bulk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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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Topography image of (a) Al2O3 and (b) SiNx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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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Schematic illustration of flexure strength 

measurement in the 3-point bending system. 

 

 

 

Table. 4.6. Some property data for alumina and silicon 

nitrid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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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열 응력 관점에서 보면, 폴리머 기판 위에 높은 

온도에서 박막을 증착하고 상온으로 온도가 변경될 때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각 물질의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CTE) 

값에 따라 길이나 표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폴리머 기판의 경우 

CTE 값이 50수준으로 매우 크고 oxide나 nitride의 경우 그 값이 

작으므로 폴리머 기판이 더욱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덜 줄어든 

박막과 표면적으로 붙어있게 되므로 tensile stress가 내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oxide나 nitride 박막은 고온에서 증착된 후 

상온으로 온도가 낮아질 때 compressive stress가 내부 응력에 

더해지게 된다(Fig 4.23). 앞 절에서 박막 양단에 tensile stress를 

가할 경우 박막 내부에 compressive stress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내부 응력을 극복하고 나서야 tensile stress가 박막의 크랙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너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내부 응력이 좀 더 compressive하게 형성된 박막이 크랙에 대한 

내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arylite 

substrate의 CTE는 53이고 ITO는 8.5~10, Pt는 8.8, SiNx는 

2~3의 CTE 값을 가지며, Al2O3의 경우에는 6~7이다. 즉 전극 

물질들은 동일하지만 SiNx와 substrate와의 CTE 차이가 Al2O3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고온 증착 후 온도가 내려갈 때 SiNx 

박막에 좀 더 compressive한 내부 응력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SiNx 박막의 크랙에 대한 내성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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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rm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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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투습도 평가 

플렉서블 기판 위에 SiNx 1000Å 증착한 시료를 15㎜의 굽힘 

반경에서는 1000회까지도 크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굽힘 

반경 5㎜, 8㎜로 반복 굽힘을 가한 후 크랙이 발생되기 시작한 시료 

2개와 반복 굽힘을 가하지 않은 초기 시료로 구분하고 Mocon 

장비를 이용하여 투습도를 2회 반복 측정하였다. 5㎜의 굽힘 

반경에서는 약 100회, 8㎜ 굽힘 반경에서는 약 600회 수준의 반복 

굽힘 후 크랙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Al2O3와 비교할 때 크랙의 

발생 수준이 현저히 낮으므로 투습도의 증가량은 Al2O3 대비 크진 

않았지만 SiNx 박막에서도 반복 굽힘을 가한 시료 모두 초기 시료 

대비 투습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Fig. 4.24) 이를 통하여 

크랙의 발생이 봉지막의 투습도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며, 본 

실험을 통하여 전기적 측정을 통한 크랙의 감지가 가능하므로 

장시간의 투습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6. 봉지막 두께 split 평가 

누설 전류의 측정을 통한 크랙의 발생을 탐지하는 방법으로써 

효과 검증을 실시하고자 시료의 조건에 따라 유의차 있는 크랙의 

발생 수준 확인 목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봉지막의 두께를 

세가지 조건으로 증착한 후 동일한 굽힘 반경에서 최초 누설 전류 

변화가 확인되는 반복 굽힘 횟수를 측정하여 봉지막 두께에 따른 

크랙 발생 시점의 굽힘 횟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봉지막의 두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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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내부 응력의 변화로 봉지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크랙의 

발생되는 굽힘 횟수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추가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Fig. 4.25). 

막두께의 증감을 통한 내부 응력의 변동으로 봉지막의 파괴 

특성이 변화하는 점이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파괴 분석 방법으로도 

반영되는지 검증한 것이다. 막두께 외에도 봉지막의 파괴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자들, 예를 들면 막 종류, 성막 조건, 

굽힘 반경, 온습도 등의 환경 인자에 따른 유의차를 누설 전류의 

증가가 발생되는 굽힘 횟수를 측정하면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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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Dependence of the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on a crack onset of SiNx layers. 

 

 

 

Fig. 4.25. Crack onset bending cycles of SiNx specimen for 

various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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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실험에서는 두가지 봉지막 재료에 대한 반복 굽힘 평가를 

통해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누설 전류의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크랙의 발생과 그에 따른 투습도의 변화와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sputtered Al2O3 봉지막에 대한 평가로 반복 굽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랙의 발생과 밀도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향은 투습도의 증가를 발생시키는데 누설 전류의 증가도 

동시에 이루이지므로 봉지막 파괴 특성 분석을 하는데 전기적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복 굽힘에 

따른 Al2O3 박막에서의 전자 전도 mechanism 변화를 알 수 

있었으며 크랙이 발생되고 전달되는 과정을 다양한 광학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다 명확한 크랙과 누설 전류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실험에서는 상하부 전극을 봉지막의 파괴 특성에 영향이 없도록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SiNx 봉지막을 MIM 구조로 형성하여 반복 

굽힘 진행 후 봉지막 양단의 누설 전류를 측정하였다.  크랙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누설 전류의 증가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박막 두께 split 평가를 통해 막특성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누설 전류의 측정을 통한 유의차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즉, 본 실험을 통해 봉지막의 파괴 특성 분석 

방법으로 기존의 투습 평가 대신 전기적 분석을 통한 접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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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시점의 반복 굽힘 횟수를 

측정함으로써 각종 인자들에 대한 파괴 특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전기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기존 투습 평가 대비 많은 시간적 

절약을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봉지막 파괴 특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과 인자별 가중치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으므로 봉지막의 

파괴 특성 향상을 위한 조건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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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capsulation with organic or inorganic thin films for flexible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 (OLED) has been actively 

investigated to fulfill a requirement of low water permeability 

(< 10−6 g/m2·day). The source of permeation is primarily 

attributed to cracks produced and propagated during bending. 

Up to now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WVTR) 

measurement or Ca test were mainly employed to evaluate 

permeation resistance to water vapor as well as generation of 

cracks of an encapsulation layer.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fracture analysis of an encapsulation layer using electrical 

method. 

We prepared metal-insulator-metal(MIM) specimen for 

electrical measurement of an encapsulation layer on polymer 

substrate.  

Al2O3 film of 1000Å thickness was deposited by using a 

radio-frequency (RF) magnetron sputtering with a RF power 

150W, a pressure 0.5mTorr and a deposition temperature 373K. 

Bending test for stressing an encapsulation layer specimen was 

performed by using 2-point bending machine, of which a 

bending radius was 15㎜. Electrical characteristics, that is 

current-voltage (I-V) measurement, of the Al2O3 

encapsulation specimen were measured by the probe station.  

Leakage current gradually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bending times. Cracks propagated vertically through 

encapsulation layer and acts as a current path for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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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s the number of bending increased from 0 to 500, 

both WVTR and leakage current density were increased, 

indicating that the film water vapor permeable characteristic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 are in the linearly proportional 

relationship.  

Before bending, the current density was increased as a 

temperature increased. The conduction mechanism in the Al2O3 

encapsulation layer before bending was Poole-Frenkel 

emission, After bending, the current density was not relevant to 

the temperature, so the conduction mechanism was assumed by 

Folwer-Nordheim tunneling or a combination of various 

conduction mechanisms.  

Next, silicon nitride thin film layer with the thickness of 

1000Å was deposited by low temperature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LT-PECVD).  

Prior to the experiment, we examined the electrode bending 

property not to affect the test result of SiNx layer. We use two 

different methods to provide a bending-resistance property to 

electrode. The first method is to add an intermediate metal 

layer into the middle of ITO layer and the second was to reduce 

the thickness of ITO electrode layer. After two treatments to 

electrode, no cracks occurred even after 1000 times of bending. 

Finally we use the stacking of 100Å ITO/100Å Pt/100Å ITO 

layer as a bottom electrode. The 700Å thick Pt layer was 

patterned as the top electrode. 

We stressed specimen mechanically by bending outward with 

a bending radius of 15mm repeatedly and measured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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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on one top electrode in the central area of specimen 

after 100/200/300/400/500/1000 bending times.  

Initially there was no crack in SiNx layer. But after bending, 

only on top electrodes and around them cracks were generated 

after a few hundred times of bending. Leakage current 

increased abruptly when crack occurred in SiNx layer. Even 

after 500 and 1000 times of bending, no leakage current 

appeared at the top electrode on which no crack occurred. 

In summary, the sputtered Al2O3 and LT-PECVD SiNx layer 

was studied to establish fractural analysis using electrical 

method. We can detect the occurrence of cracks when a sudden 

leakage current appeared. By correlating the electrical leakage 

current in the MIM specimen with the bending times, the 

amount of cracks in the encapsulation layer, generated during 

the bending process, was quantitatively estimated and fracture 

behavior of the encapsulation layer was also closely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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