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

4)

† Corresponding author: Jongbok Kim (jb1956k@gmail.com)

접착 및 계면 제23권 제2호, 2022년

<연구논문(Original Article)>

Journal of Adhesion and Interface Vol.23, No.2, 2022

https://doi.org/10.17702/jai.2022.23.2.39

응력 해소 시간 변화를 통한 광전자소자용 주름구조 주기와 높이의 

독립적 제어 연구

구봉준1⋅김종복1,2†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금오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융합전공

(2022년 03월 07일 접수, 2022년 03월 27일 수정, 2022년 03월 31일 채택)

Independent Control of Wrinkle Wavelength and Height for 

Optoelectronic Devices via Changing Stress Relaxation Time 

Bongjun Gu1, Jongbok Kim1,2†

1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umi, 39177, Korea
2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Convergenc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umi, 39177, Korea

(Recived March 07, 2022; Revised March 27, 2022; Accepted March 31, 2022)

요 약 : 디스플레이, 태양전지와 같이 전기를 빛으로, 또는 빛을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광전자소자는 

효율 향상을 위하여 빛의 거동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즉, OLED의 경우 내부 빛 제어를 통해 더 많은 

빛이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줄 때 발광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외부 빛 제어를 통해 광

흡수층에서의 광경로를 증대시킬 경우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광거동 제어가 가능한 구조로서 주름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응력 해소 시간을 

제어하여 구조의 주기와 높이를 독립적으로 제어하고자 하였다. 주기와 높이의 변화가 광거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에서 높이 변화 및 유사한 높이에서 주기 변화에 따

른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UV/Vis spectroscopy)을 실시하였으며 구조의 종횡비가 클수록 직진광의 

비율이 낮고 분산광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광경로 변화 및 광경로 증가를 위하여 

큰 종횡비의 주름구조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optoelectronic devices including displays and solar cells that convert electricity into light or light 
into electricity, it is important to control optical behavior of light to improve device efficiency. Specifically, 
the control of internal emitting light in the OLEDs can induce more light to go out, improving luminous 
efficiency. In addition, the control of optical behavior of incident light in solar cells can increase optical path 
in the light absorption layer, increasing power-conversion efficiency. In this study, we generated wrinkles as 
a physical structure to control optical behavior of light and independently controlled their wavelength and 
height by changing stress relaxation time. To explore the effect of wavelength and height on optical behavior, 
we conducted UV/Vis spectroscopy analysis of wrinkles with various heights at a constant wavelength or 
various wavelengths at a comparable height, figuring out a wrinkle with high aspect ratio has more dispersive 
light and less straight light. It indicates that high aspect ratio is required to change the optical behavior and 
increase the optical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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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전자소자란 전기로부터 빛을 발생시키거나 빛으로

부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이러한 기능

을 이용한 다양한 전자소자를 말한다. 이러한 광전자소

자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의 주입 및 추출 

등 전자 흐름에 대한 제어 뿐만 아니라 빛의 투과, 산란, 

반사 등 빛의 거동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3]. 

빛의 거동을 제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하는 광 

특성을 갖는 기능성 물질을 광전자소자의 기능성 층으

로 도입하는 것이다[4,5]. 즉, 높은 광흡수계수를 갖는 

광흡수 물질을 도입하게 되면 광전자소자는 더욱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게 되고 투명한 기능성 물질을 도입

하게 되면 광전자소자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광전자소자의 기능성 층 자체를 기존의 

물질이 아니라 타 물질로 변경하게 되면 광 거동은 원

하는 형태로 제어할 수 있지만, 전자 흐름을 제어하는 

측면에서 각 기능성 물질은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광전

자소자의 기능 및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광전자소자를 구성하는 기능성 물질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광거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물

리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며, 광거동을 제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리구조로는 주름구조(wrinkle)를 생각할 수 

있다[6-13]. 주름구조는 서로 다른 탄성률을 가지고 있

는 이중층에 응력이 가해질 경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서 생기는 물리구조로서 사람의 피부, 껍질 과일의 표

면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6,7]. 이러한 주름구조를 광전

자소자에 도입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내부에 있는 빛에 

대한 wave guiding 효과로 인하여 보다 밝은 디스플레

이의 구현이 가능함이 보고된 바 있으며, light trapping

을 야기하여 광경로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태양전

지의 효율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12,13]. 주름 구조는 한쪽 방향으로는 구조가 있고 다

른 방향으로는 구조가 없는 일방향 주름구조와 모든 방

향으로 구조가 있는 무작위적 주름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방향성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구조가 있는 주름

구조가 모든 방향에서 입사하는 또는 모든 방향으로 방

출되는 빛의 거동을 제어할 수 있어 광전자소자에 선호

되고 있다.

무작위적 주름구조는 고분자 표면에 대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하여 제작될 수 있다. 즉, 반쯤 경화된 고분자 

표면 위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 플라즈마 이온과 

표면과의 반응에 의해 얇고 단단한 층이 생기고 이온과

의 충돌에 의한 응력 발생 및 이의 해소과정을 통해 다

양한 주름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14-18]. 플라즈마 표면

처리는 표면처리의 신뢰성을 위하여 상압에서의 처리

보다는 저압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플라즈마 

파워, 가스 종류, 가스 유량, 처리 시간 등을 통해 다양

한 주기와 높이의 주름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변수 제어를 통해 주름구조 제작 시 주름구조의 주

기와 높이가 동시에 변화되므로 동일한 주기를 가지면

서 서로 다른 높이를 갖는 주름구조 또는 동일한 높이

를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주기를 갖는 주름구조의 제작

이 어려우며 빛의 거동에 주기 변화 및 높이 변화가 미

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우레탄 계열의 고분자 표면에 저

압 플라즈마 처리를 한 후 응력 해소 시간을 제어하여 

동일한 주기를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높이를 갖는 주름

구조를 제작하였으며 플라즈마 처리 조건을 제어하여 

높이가 유사하면서도 주기가 다른 주름구조를 제작하

였다. 그 후 동일한 주기에서 높이 변화가 입사광의 광

학적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였으며, 유사

한 높이에서 주기 변화가 광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2. 실험 방법

다양한 주기와 높이를 갖는 주름구조는 고분자 코팅

단계, 플라즈마 표면처리 단계, 응력해소 단계, 최종경

화 단계를 거쳐 제작되었다(Fig. 1) [18]. 고분자 코팅단

계에서는 주름구조 형성이 가능한 고분자인 Norland 

Optical Adhesive (NOA) 63이 기판 위에 스핀 코팅되었

으며, 365nm UV를 이용하여 1.0~1.6 J의 에너지로 경화

되었다. 스핀코팅 속도와 시간은 각각 3000 rpm, 60초

였으며 기판으로는 아크릴 소재가 사용되었다. 플라즈

마 처리 단계에서는 NOA 63 표면을 30 W의 산소 플라

즈마로 처리하였으며 처리시간은 30초로 고정되었고 

가스 유량은 4~16 sccm 범위에서 조정되었다. 응력해소 

단계에서는 표면처리된 NOA 63에 쌓여있는 응력 해소

에 의하여 주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0~30분간 응력 

해소 시간이 부여되었다. 최종경화 단계에서는 응력 해

소 단계에서 형성된 주름구조가 변화되지 않도록 고분

자를 완전히 경화하였으며 NOA 63을 365nm UV에 의

하여 6시간 동안 경화하였다.

다음으로 주름구조가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원자전자현미경 분석(AFM, XE-100, Parker systems)

이 실시되었다. 스캔 범위는 50 μm × 50 μm이였으며 주

름구조의 주기와 높이가 측정되었다. 주름구조가 광거

동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UV/Vis Spectroscopy, Cary 5000, Agilent)을 

실시하여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총투과도와 직진광 투

과도를 측정하였으며 각각 반구검출기와 포인트 검출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투과도와 직진광 투과도를 

이용하여 분산광이 얼마만큼 되는지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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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론

플라즈마 처리 조건 변화를 통해 다양한 주기를 갖는 

주름구조가 잘 형성되었으며 응력해소 시간 제어를 통

해 높이가 같으면서도 주기가 다른 주름구조, 주기가 

같으면서도 높이가 다른 주름구조가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름구조 표면을 원자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Fig. 2에서 보듯이 플라즈마 처리 조건 변

화를 통해 4.3 μm에서 8.0 μm의 다양한 주기를 갖는 주

름구조가 잘 형성되었음을 응력 해소 시간이 0분, 5분, 

3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 주름구조의 높이가 점진적

으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 μm의 주기를 갖는 주름구조는 응력

해소 시간이 0분에서 3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기의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은 반면 높이는 788 nm에서 

1264 nm로 증가하였으며, 주기가 6.3 μm인 주름구조 또

한 응력 해소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사한 주기에서 높

이만 638 nm에서 919 nm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5.0 μm 주기를 갖는 주름구조, 4.3 μm 주기를 갖는 주름

구조에서도 동일하여 5.0 μm의 주기를 갖는 주름구조

의 경우 응력 해소 시간이 0분일 때 301 nm, 5분일 때 

421 nm, 30분일 때 528 nm의 높이를 나타내었으며, 4.3 

μm의 주기를 갖는 주름구조는 응력 해소 시간이 0분일 

때 80 nm, 5분일 때 294 nm, 30분일 때 357 nm의 높이

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플라즈마 처리 조건과 응력 

해소 시간 제어를 통해 동일한 주기에서 높이가 다른 

구조, 유사한 높이에서 주기가 다른 구조를 제작할 수 

있었다.

유사한 주기에서 높이 변화가 입사광의 광학적 거동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동일한 높이에서 주기 변화

가 광거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먼

저 6.3 μm의 주기에서 서로 다른 높이를 갖는 주름구조

Figure 1. Experimental procedure to generate wrinkles with various wavelengths and heights by controlling stress relaxation time.

Figure 2. Morphological change depending on stress relaxation

time in wrinkles with various wavelength. Wrinkle wavelengths

are (a) 8.0 μm, (b) 6.3 μm, (c) 5.0 μm, and (d) 4.3 μm, 

respectively.

Figure 3. Wavelength and height change depending on stress 

relaxation time in wrinkles with initial wavelength of (a) 8.0 

μm, (b) 6.3 μm, (c) 5.0 μm, and (d) 4.3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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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는 6.3 μm 주기와 서로 다른 높이를 갖는 주름구

조에 대한 총투과도, 직진광 투과도, 분산광 투과도를 

보여준다. 먼저 총투과도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높이를 

갖는 주름구조는 가시광선영역(400~700 nm)에서 평균

투과도 80.8%를 나타내었으며 중간 높이와 가장 높은 

높이를 갖는 주름구조는 각각 가시광선영역 평균투과

도 80.8%와 81.1%를 나타내었다. 즉 주기가 동일할 경

우 총투과도는 주름구조의 높이에 무관함을 알 수 있었

다. 다음으로 직진광 투과도과 분산광 투과도를 살펴보

면 가장 낮은 높이를 갖는 주름구조의 경우 가시광선영

역 평균 직진광 투과도 25.3%, 평균 분산광 투과도 55.5%

를 나타내었으며, 중간 높이를 갖는 주름구조는 가시광

선영역 평균 직진광 투과도 22.3%, 평균 분산광 투과도 

58.5%, 가장 높은 높이를 갖는 주름구조의 경우 가시광

선영역 평균 직진광 투과도 12.6%, 평균 분산광 투과도 

68.4%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주기에서 높이

가 증가하면 직진광 성분이 줄고 분산광의 비율이 늘어

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높이 증가 시 주름구조의 곡

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입사광이 더 큰 각도로 굴

절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총투과도는 반

구 검출기를 사용하여 투과도를 측정하고 직진광과 굴절

된 광이 모두 검출되기 때문에 주름구조의 높이 변화는 

직진광과 분산광의 비율에만 영향을 주고 총투과도에

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유사한 높이에서 높이 변화가 입사광의 광

학적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사

한 높이와 5.0 μm에서 8.0 μm까지 서로 다른 주기를 갖

는 주름구조에 대하여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을 실

시하였다. Fig. 5는 유사한 주기와 서로 다른 높이를 갖

는 주름구조의 총투과도, 직진광 투과도, 분산광 투과도

를 보여준다. 먼저 총투과도를 살펴보면 동일한 주기에

서 주름구조의 높이 변화 시와 유사하게 주기 변화와 

상관없이 유사한 총투과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작은 주기를 갖는 주름구조는 80.9%의 가시광선

영역 평균 총투과도를 나타내었으며 중간의 주기를 갖

는 주름구조는 80.8%, 가장 큰 주기를 갖는 주름구조는 

80.8%의 가시광영역 평균 총투과도를 나타내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총투과도는 직진광과 분산광 모두를 검

출하고 주름구조의 주기 변화에 따라 반사율에 변화가 

Figure 4. (a) Total transmittance, (b) specular transmittance, and (c) dispersive transmittance of wrinkles having wavelength of 6.3

μm depending on their heights. Low, medium and high heights indicate 638 nm, 834 nm and 919 nm, respectively.

Figure 5. (a) Total transmittance, (b) specular transmittance, and (c) dispersive transmittance of wrinkles having comparable heights

depending on their wavelengths. Large, medium and small wavelengths indicate 8.0 μm, 6.3 μm and 5.0 μ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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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총투과도가 관찰된 것으로 판단

된다. 다음으로 직진광 투과도와 분산광 투과도를 살펴

보면 먼저 입사광의 파장이 약 565 nm일 때를 전후로 

직진광/분산광 비율의 주기에 대한 의존성이 변화됨이 

관찰되었다. 이는 장파장을 갖는 입사광의 경우 파장 길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물리구조가 있을 때 

이에 의하여 굴절되지 않고 구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

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400~ 

565 nm 입사광 하에서의 직진광과 분산광의 평균 투과

도를 살펴보면 주기가 가장 작았을 경우 각각 15.7%, 

62.5%의 평균 투과도를 나타내었으며, 중간 정도 크기의 

주기에서 각각 20.2%와 58.1%, 가장 주기가 커졌을 때 

각각 22.2%와 56.3%의 직진광 투과도와 분산광 투과도

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의 단락에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

게 유사한 높이에서 주기가 커지게 되면 구조의 곡률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입사광의 굴절이 작아지기 때문

에 전체 광에서 직진광의 비율이 높아지고 분산광의 비

율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입사광의 파장이 

565 nm 이후에는 낮은 주기의 주름구조가 높은 곡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입사광에 대한 물리구조의 상대적

인 크기에 의해 입사광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작은 

주기에서 높은 직진광/분산광 비율이 관찰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은 주름구조에서 높이와 주기가 광거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빛과 연관된 전자소자의 특성 향상을 위한 기초지식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압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하여 주름

구조를 제작하고 플라즈마 처리 후 응력해소 시간을 제

어함으로써 동일한 주기에서 서로 다른 높이를 갖는 주

름구조와 유사한 높이에서 서로 다른 주기를 갖는 주름

구조를 제작하였으며, 높이 변화 및 주기 변화에 따른 

입사광의 광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주기에서 

주름구조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총 투과광 중 분산광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총투과도는 높이에 상관없이 유사

하였다. 반면 유사한 높이에서 주름구조의 주기가 감소

하였을 경우 곡률 증가로 인하여 직진광이 감소하고 분

산광이 증가하였으며 특정 파장이상에서는 입사광의 

파장과 물리구조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로 인하여 곡률 

증가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광전자소자용 물리구조 제작 

시 특정 주기 이상의 주름구조가 필요하며, 동일한 주

기를 갖는 주름구조에서는 큰 곡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높은 높이로 구조를 제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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