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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at electrical and optical the properties of IZO thin film for OLED anode application. The IZO thin
film was the deposited on the glass substrate by facing targets system as a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As a result,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y of IZO thin film prepared with 150oC was most excellent. To confirm the suitability
of the IZO thin film for OLED anode,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OLED with IZO/TPD/Alq3/LiF/Al fabricated
on IZO anode. Also, the performance of OLED fabricated on IZO anode showed the most excellent at 150˚C substrat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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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거친 표면은 OLED의 효율과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3]. 그러므로 유기발광소자의 전극으로
사용되는 투명전극은 비정질 구조의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내야 한다. 최근Indium Zinc Oxide (IZO) 박막이
비정질의 매끄러운 표면을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ITO를 대체할 수 있는 OLED의 전극으로 각광받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Facing Targets Sputtering(FTS) system
을 이용하여 기판의 온도를 변화 시키면서 IZO 박막을
제작하였다. FTS 장치는 타겟과 기판이 마주하는 일반
적인 스퍼터와 달리 타겟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타
겟 사이에 고밀도의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기판이 플라
즈마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plasma-free의 위치
에 있기 때문에 λ-전자에 의한 박막 손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위 박막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5-7].
FTS 장치를 이용하여 기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제작
된 IZO 박막을 유기발광소자의 전극으로서의 적합성
을 판단하기 위해 IZO 전극을 이용한 유기발광소자를
제작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유기발광소자(Organic Light emitting Device, OLED)
는 간단한 구조와 높은 휘도 및 자발광 특성으로 인해
널리 연구되고 있다. 최근 OLED를 바탕으로 한 컴퓨
터 모니터, 핸드폰 스크린 등의 관련 제품들이 출시되
고 있는 가운데 유기발광소자의 효율과 안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유기발광소자의 재료들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OLED의 전극으로 사용되는 투명전도막은
OLED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높은 투과율과 좋
은 전기 전도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1]. 다양한 투명
전극의 재료 중에 Indium Tin Oxide (ITO)는 높은 전
기전도성(< 10-4 Ω-cm)과 넓은 영역의 광학적 밴드갭
에너지(>3.5 eV) 및 높은 투과율(>80 %)을 갖는 특성
으로 인해 유기발광소자의 하부전극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2]. 그러나 ITO 박막의 결정화로 인한 crac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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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유리 기판 위에 IZO박막을 FTS 장치를 이용하여 증
착 하였다. IZO 박막의 증착에 앞서, 실험에 사용되는
유리 기판은 기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De-ionized Water (D.I. Water)와 Isopropyl Alcohol (IPA)를 사용하여 각각 15분씩 초음파
세척을 한 후, 질소를 사용하여 표면을 건조시켰다.
진공 증착을 위한 초기 진공은 2.2 × 10-6 mTorr 로
하고 IZO 박막의 제작은 사전 실험을 통해 가장 우수
한 특성을 나타내는 1mTorr의 공정 압력과 0.08A의
투입 전류로 박막 제작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증착 조
건은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은 FTS장치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Structure of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

기판 거리는 타겟 중심 축으로부터 90 mm 떨어져
있고 타겟 간의 거리는 50 mm로 구성되어 있다. IZO
박막은 기판의 온도를 변수로 하여 유리 기판에 제작
하였고 막두께는 150 nm로 고정시켰다.
제작된 IZO박막의 특성은 Hall-effect Measurement,
Atomic Force Microscope (AFM), X-ray Diffractometer
(XR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UV-VIS spectrometer로 측정하였다.

Fig. 1. Schematic of FTS system.
Table 1. Sputtering condition
Parameter

Condition

Target

IZO
(In2O3 90wt%, SnO2 10 wt%)

Substrate

Glass

Base pressure

4.2 × 10-6 Torr

Working Pressure

0.133Pa

Gas flow rate

Ar = 10sccm, O2 =0.3 sccm

Input Current

0.08A

Temperature

R.T, 150oC, 2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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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ical properties of IZO thin films prepared as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제작된 IZO 박막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은 구조로
유기발광소자를 제작하였으며 소자의 구동 전압 및 발
광 효율은 J-V-L (current density-voltage-luminance)
측정을 통해 평가했다.

3. 결

과

그림 3은 기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제작된 IZO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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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판 온도를 증가시
킴에 따라 비저항은 감소를 하였고 150oC에서 가장 낮
은 비저항 값(3.8 × 10-4 Ω-cm) 을 얻을 수 있었다.
150oC 이후부터는 비저항 값이 증가되는데 이는 비저
항이 캐리어 이동도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
판 온도의 증가는 박막 표면에 흡착된 산소 원자들이
In과 Zn보다 높은 증기압과 낮은 비등점으로 인해 쉽
게 탈착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 공공이 증가되게 되고 이러한 산소 공공의
증가는 캐리어 이동도를 증가시키게 됨을 그림 3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8].
그림 4와 그림 5는 기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제작된
IZO박막의 광학적 밴드갭 에너지와 광학적 투과율을
나타내고 있다. 증착된 IZO 박막의 투과율은 가시광선
영역(400-800nm)에서 80% 이상의 투과율을 보였다.
기판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흡수 영역이 이동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흡수 영역의 이동 현상은
산소 공공의 증가로 인한 캐리어 농도의 증가가 원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캐리어 농도 증가
에 따라 흡수 영역대가 이동하게 되는 Burstein-Moss
effect에 의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
그리고 캐리어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학적 밴드갭 에너
지 값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10].
그림 6은 제작된 IZO 박막의 XR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IZO 박막의 표면은 기판 온도를 250oC까지
증가시키는 동안 peak값이 없이 뚜렷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In2O3 구조에서 Zn2+ 이온이 결정 특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11]. 즉, IZO 박
막이 원자의 확산을 통한 결정화 구조를 이루는데 있
어서 Zn2+ 이온이

Fig. 4. Carrier concentration and band-gap energy of IZO
thin films prepared as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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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tical transmission of IZO thin films prepared as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Fig. 6. XRD pattern of IZO thin films prepared as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높은 베리어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곧 결정
화 구조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재배치를 방해하
게 되어 비정질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12].
그림 7은 제작된IZO 박막의 AFM 사진과 각각의
RMS (root-mean-square)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기발
광소자의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면 거칠기가
1nm이하일 때 좋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 박막의 거친
표면이 누설 전류를 발생시켜 흑점을 발생시키고 유기
발광소자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3]. 또한 유기발광소자의 전극으로 널리 쓰리고 있는
일반적인 ITO박막의 경우, 표면 거칠기는 보통2nm 정
도를 보이고 있지만[14], 유기발광소자의 전극은 1nm
이하의 박막 표면 거칠기가 요구된다. 그림 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IZO박막은 기판 온도에 관계 없이 유기
발광소자의 하부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Journal of KSDET Vol. 8, No.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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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m 이하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고 있다. 제작된IZO
박막은 pinhole이나 crack같은 결점 없이 매우 매끄러
운 표면을 보였다. ITO박막의 경우, 결정화로 인한 거
칠어진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지만 IZO 박막은 ITO박막보다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15]. 따라서 비정질 구조상의 평균 거칠기가 1nm이하
의 수준으로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는 IZO 박막은
ITO 박막을 대체할 수 있는 유기발광소자의 하부 전극

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판 온도에 따라 제작된 IZO 박막의 특성 평가를
한 결과, 150oC에서 제작된 IZO 박막이 유기발광소자
의 전극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온, 150oC, 250oC에서
제작된 IZO 박막을 하부전극으로 사용하여 유기발광
소자를 제작한 후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림 8은 IZO박막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유
기발광소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판 온도 150oC
에서 제작된 IZO 전극 위에 제작된 유기발광소자가 높
은 휘도와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발광 효율과 IZO 전극의 비저항 값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IZO 전극의 높은 비저항
은 발광 균일도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곧 유기발광
소자의 발광효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6]. 이러한 이유로 기판 온도에 따라 제작된 IZO전극
을 적용한 유기발광소자 중에 가장 낮은 비저항 값을
갖는 150oC에서 제작된 IZO 전극 위에 제작된 유기발
광소자의 발광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 AFM images of IZO thin films prepared as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a) R.T (b) 150oC (c) 200oC.

Fig. 8. The performance of the OLED fabricated on IZO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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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TS 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판
온도에 따라 IZO 박막을 제작하여 전기적, 구조적, 광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50oC에서 제작된
박막이 가장 낮은 비저항값(3.8 × 10-4 Ω-cm)과 80%이
상의 높은 투과율과 함께 표면 거칠기가 1 nm이하의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실험 결과를 토대로 OLED에 IZO전극을 적용하
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150oC에서 제작된 IZO 박
막을 사용한 OLED의 특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따라서
IZO 박막 특성은 기판 온도의 변화에 따라 특성이 향
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유기발광소자의 특성
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향후 상용 ITO 전극을 대체
할 수 있는 유기발광소자의 하부전극 재료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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