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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oisture barrier layer with high density and uniformity is essential for
increasing the lifespan of optoelectronic devices such as flexible organic solar cells, LEDs,
and photodetectors. In this study, various surface pre-treatments (O2 plasma, UVO
treatment, Al seed layer, and thermal annealing process) were performed on a polyethylene
naphthalate (PEN) film to form a functional group of chemical adsorption with the atomic
layer deposition (ALD) precursor.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surface pre-treatment of
a PEN substrate for a deposition of Al2O3 thin film in terms of the deposition uniformity and
water vapor transmittance rate (WVTR). For example, the root mean square roughness of
the bare PEN film/Al2O3 was RRMS=3.26 nm, whereas the O2 plasma treated PEN film/Al2O3
had RRMS=0.99 nm because of the presence of a functional group. As a result, WVTR of bare
PEN film/Al2O3 was 0.83 g/m²/day, whereas that of O2 plasma treated PEN film/Al2O3
decreased to 0.38 g/m²/day.
Keywords: moisture barrier layer, water vapor transmittance rate, atomic layer deposition,
polyethylene naphthalate

1. 서 론

약하기 때문에 유연한 유기태양전지의 기판으로 사용될 경
우 소자 수명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유연한 유기태양전지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PEN film 위에 추가적인 고성능 수분 투습 방지막의 제조
가 필수적이다.
유연한 유기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수분 투습 방지막은 외
부 수분을 막는 기본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기계적 유연성
과 기존 태양 전지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빛 투과성을 동시
에 갖추어야 한다[1].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수분 투
습 방지막을 구현하기 위해서 원자층 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을 이용하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학
계에 발표되고 있다[2−7]. ALD 공정의 경우 뛰어난 두께

차세대 광전자소자인 유연한 유기태양전지는 소자의 기
계적 변형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롤투롤(rollto-roll) 공정을 이용하여 대규모 양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유연한 유기태양전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분
자 기판으로는 polyimide(PI),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olyethylene naphthalate(PEN) 등이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 비교적 저가인 PEN film을 기판으로 활용하는 유
연한 유기태양전지 제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Figure 1a). 그러나, PEN 고분자의 경우 비교적 낮은 유리
전이온도(Tg)를 가지며 동시에 산소와 수분 침투에 매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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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성을 갖으며, 원자 단위로 박막을 증착함으로써 불순
물이나 핀홀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밀도 무기 박
막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8]. 단, PEN과 같은
고분자 기판의 경우 유리전이온도(Tg)가 80−120 °C에 불과
해 고온 공정이 사용될 경우 기계적 변형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수분 투습 방지막 제조를 위하여 반드시 100 °C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저온 ALD 공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ALD 공정의 경우 물리 흡착을 기반으로 하는 physical
vapor deposition(PVD) 공정과는 다르게 전구체와 기판 표
면 사이의 화학 흡착과 전구체와 반응체 사이의 화학 흡착
을 통해 고밀도 박막을 제조하게 된다. 따라서, 기판 표면
에 화학 흡착이 가능한 작용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구
체는 기판 위에 물리 흡착이 일어나 아일랜드 형태로 뭉치
게 되고, 이러한 박막의 불균일성은 water vapor transmittance
rate(WVTR)가 증가되는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9].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NMP 처
리, seed layer 증착과 같은 표면처리를 통해 기판 표면에
작용기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전구체의 화학 흡착을 유도
하여 균일한 박막 구현을 가능하게 하였다[15].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기체 차단성과 내화학성을
갖는 bare PEN film을 유연한 유기태양전지용 하부 기판으
로 사용하고, 추가적인 수분 투습 방지 성능을 위해 저온
ALD 공정을 통해 Al2O3 박막을 제작하였다. 수분 투습 방
지막 제작시 결정질 재료를 사용할 경우 결정 격자 사이로
수분 침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투명성과 유연
성을 갖는 비정질의 Al2O3 박막을 수분 투습 방지막으로
사용하였다[1]. Figure 1b에 나와있는 화학 구조식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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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듯이 bare PEN film 표면에는 화학 흡착을 할
수 있는 작용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ALD 공
정을 사용하여 수분 투습 방지막을 제작할 경우 우수한 두
께 균일성을 갖는 박막을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bare
PEN film 표면에 i) O2 plasma, ii) UVO 처리, iii) Al seed
layer 증착과 같은 표면처리를 통해 작용기를 형성함으로써
전구체의 화학 흡착을 유도하였고, iv) 열처리 공정을 통하
여 bare PEN film 표면의 거칠기를 감소시켜 유연한 유기
태양전지에 사용 가능한 고성능 수분 투습 방지막을 구현
하였다. 이를 위해 atomic force microscope(AFM) 측정과
WVTR 분석을 통해 가장 우수한 수분 투습 방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표면처리 공정과 ALD 공정 조건을 연구하
였다.

2. 실 험
2.1. Bare PEN film의 표면처리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125 μm인 bare PEN film(Teonex
Q65, Teijin Dupont Films)을 사용하였으며, 저온 ALD 공
정을 이용하여 균일한 Al2O3 박막을 구현하기 위해 bare
PEN film 표면에 다음의 4가지 종류의 표면처리 방법을 시
도하였다(Figure 1c). i) O2 plasma 처리는 Femto Science 사
장비를 사용하여 1×10-1 torr의 공정 압력과 50 W의 전원
으로 30 sec 동안 표면 처리하였으며, ii) UVO 처리는
17.2 mW/cm2의 출력을 가진 Minuta 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5 min 동안 처리하였고, iii) 3 nm 두께의 Al seed layer는
thermal evaporator를 사용하여 증착하였다. 또한, iv) 열처

Figure 1. (a) Structure of flexible organic solar cell, (b) chemical structure of bare PEN film, (c)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Al2O3 layer deposited on
pre-treated (O2 plasma or UVO treatment, Al seed layer deposition, and thermal annealing process) PEN film substrate using low temperature
AL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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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low temperature ALD process of Al2O3 layer for using TMA(Precursor) and water; (a) the pulsed TMA is
physically adsorbed on the bare PEN film, (b) the precursor remaining in the gas phase is removed by N2 purge gas, (c) the pulsed reactant is
chemically adsorbed on the precursor, and (d) the reactant remaining in the gas phase is removed by N2 purge gas.

리(thermal annealing process)의 경우 Ultech 사의 ALD 챔
버를 이용하여 100 oC에서 90 min 동안 표면 처리하였다
[10−16].
2.2. ALD 공정을 이용한 Al2O3 증착
본 연구에서는 Al2O3 수분 투습 방지막의 성능을 비교하
기 위해 bare PEN film과 4가지 표면 처리한 PEN film 각
각에 저온 ALD 공정을 사용하여 25 nm의 두께로 Al2O3를
증착하였다[4]. Figure 2는 저온 ALD 공정을 사용하여 bare
PEN film 위에 Al2O3 박막을 증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 Al2O3 박막 증착을 위해 사용된 전구체는
trimethylaluminum(TMA)이며, 반응체와 퍼지 가스로는 H2O
와 N2가 각각 사용되었다. TMA와 H2O의 경우 높은 증기
압을 갖기 때문에 TMA는 상온에서 H2O는 10 oC로 냉각시
켜 사용하였으며, N2 퍼지 가스는 100 sccm으로 주입하였
다. ALD 공정은 100 oC에서 5×10-3 torr의 압력으로 진행되
었으며, TMA/N2/H2O/N2 가스 주입 시간은 각각 0.2/10/
0.5/10 sec이다. 실리콘 기판 위에 증착된 Al2O3 박막의 두
께를 엘립소메트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25 oC/cycle의

Table 1. EDS analysis of Al2O3 layer on bare PEN film using low
temperature ALD process. Al2O3 layer (25 nm) was deposited at
100 oC
Element
O
Al
Total

Atomic %
65.16
34.84
100

증착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일한 공정 조건으로
bare PEN film 위에 제조된 Al2O3 박막을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박막 두
께가 22.18 nm임을 확인하였다(Figure 3). EDS 분석을 통
해 저온 ALD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Al2O3 박막의 구성
원소를 분석한 결과 34.84%의 aluminum과 65.16%의 oxygen
이 검출되었다(Table 1).

3. 결과 및 고찰
3.1. Bare PEN film

Figure 3. A cross sectional TEM image of Al2O3 layer on bare PEN
film using low temperature ALD process. The precursors used for
Al2O3 deposition were TMA/H2O and process temperature was
100 oC.

Bare PEN film의 경우 표면에 친수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81.4 o의 contact angle이 측정되었다(Figure 4). Table
2는 bare PEN film 위에 증착된 Al2O3 박막 표면의 거칠기
를 atomic force microscope(AFM, Bruker, Multimode-N3AM)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실리콘
기판 표면에는 충분한 하이드록실기(-OH)가 존재하기 때
문에 ALD 공정을 이용하여 Al2O3 박막을 증착할 경우 전
구체가 기판 표면에 화학 흡착되어 높은 균일도(R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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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ater contact angle images of (a) bare PEN film, (b) O2 plasma treated (30 sec) PEN film, (c) UVO treated (5 min) PEN film, (d) Al seed
layer deposited (3 nm) PEN film, and (e) thermally annealed (90 min) PEN film using ALD chamber at 100 oC.
Table 2. The root mean square (RMS) roughness values of Al2O3 layer on the bare PEN film and pre-treated PEN film
Before Al2O3 deposition
After Al2O3 deposition
Roughness (nm)
Roughness (nm)
Mean (Ra)
RMS (Rq)
Rmax
Mean (Ra)
RMS (Rq)
Rmax
Silicon wafer
2.14
2.56
33.20
0.39
0.64
36.99
Bare PEN film
1.25
2.20
36.99
2.03
3.26
98.73
Thermally annealed PEN film
0.69
1.37
84.08
0.55
0.80
22.09
O2 plasma treated PEN film
2.09
3.37
50.00
0.63
0.99
21.17
UVO treated PEN film
1.36
2.43
26.34
1.03
1.57
37.31
Al seed layer deposited PEN film
2.12
3.13
40.34
0.74
1.28
56.25
The thermal annealing process was performed at 100 °C for 90 minutes, O2 plasma and UVO treatment were performed for 30 sec and 5 min, and
the Al seed layer of 3 nm was deposited using a thermal evaporator.

Table 3. WVTR values of Al2O3 layer on the bare PEN film and pretreated (O2 plasma treatment, Al seed layer deposition, and thermal
annealing process) PEN film using low temperature ALD process
Surface treatment
Bare PEN film/Al2O3
O2 plasma treated PEN film/Al2O3
Al seed layer deposited PEN film/Al2O3
Thermally annealed PEN film/Al2O3

WVTR (g/m2/day)
0.83
0.38
0.76
0.57

0.64 nm)를 갖는 박막 제조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bare PEN
film의 경우 표면에 작용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구
체가 기판 표면에 물리 흡착되어 낮은 균일도(RRMS=3.26 nm)
를 가는 Al2O3 박막이 제조되었으며, WVTR 분석을 통해
bare PEN film/Al2O3의 투습 방지 성능을 확인한 결과 0.83 g/
m2/day으로 4가지 종류의 표면 처리한 PEN film/Al2O3의
WVTR 값보다 높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3.2. O2 plasma 또는 UVO 표면처리
Bare PEN film 표면을 O2 plasma 또는 UVO 처리할 경
우 하이드록실기(-OH) 및 카르복실기(-COOH)가 형성되
어 film 표면의 친수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bare PEN film
의 contact angle 값은 81.4 o이나 O2 plasma 처리 후에는
11.4 o, UVO 처리 후에는 62.4 o로 각각 감소하였다(Figure
4). UVO 처리의 경우 O2 plasma와는 다르게 진공 상태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낮은 에너지
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분자 film 표면의 거칠기 변화를 발
생시키지 않으면서 친수성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으며 이는 AFM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 예
를 들어 O2 plasma 처리한 PEN film의 경우 표면 거칠기
증가량은 1.17 nm인 반면 UVO 처리한 PEN film의 표면
거칠기 증가량은 0.23 nm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O2 Plasma와 UVO 처리를 통해 bare
PEN film 표면에 형성한 친수성기는 전구체의 화학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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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여 균일한 박막 증착 구현이 가능하게 유도한다.
AFM 분석 결과 O2 plasma treated PEN film/Al2O3의 RRMS
는 0.99 nm, UVO treated PEN film/Al2O3의 RRMS는 1.57 nm
로 측정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균일도를 가진 O2 plasma
treated PEN film/Al2O3의 WVTR 분석을 진행한 결과 0.38 g/
m2/day로 bare PEN film/Al2O3의 WVTR 값인 0.83 g/m2/
day 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3.3. Al seed layer 증착
Bare PEN film 위에 증착된 Al seed layer의 contact angle
을 측정한 결과 69.2 o로 bare PEN film의contact angle 값
인 81.4 o 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4). 이는 Al
seed layer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Al2O3를 형성하였기 때
문이다. 산화된 Al seed layer의 경우 전구체의 화학 흡착을
유도하여 Al seed layer 위에 저온 ALD 공정을 사용하여
Al2O3를 증착하는 경우 매우 균일한 박막을 제조할 수 있
다. AFM 분석 결과 Al seed layer deposited PEN film/Al2O3
의 표면 거칠기 값 RRMS는 0.76 nm로 bare PEN film/Al2O3
의 표면 거칠기 값 RRMS인 3.26 nm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2). 또한 Al seed layer deposited PEN
film/Al2O3의 WVTR 값은 0.76 g/m2/day로 bare PEN film/
Al2O3의 WVTR 값인 0.83 g/m2/day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3).
3.4. Thermal annealing 공정
Bare PEN film의 표면을 AFM으로 분석한 결과 0.5 μm
사이즈의 particle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O2 plasma, UVO 처리, 열처리를 각각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표면처리 중 열처리를 하였을 때
가 particle 제거에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Figure 5).
열처리의 경우 O2 plasma와 UVO 처리와 같이 전구체의
화학 흡착을 유도할 수 있는 작용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
문에 열처리한 PEN film의 contact angle 측정 결과는 bare
PEN film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다(Figure 4). 열처리 후
의 거칠기 값은 열처리 전보다 0.83 nm 만큼 감소하였으
며, 이는 열처리가 bare PEN film 표면 균일화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처리한 PEN film위에 저온 ALD 공
정을 사용하여 Al2O3를 증착 후 거칠기 값을 분석한 결과
0.80 nm로 다양한 표면 처리 방법 중 가장 낮은 거칠기 값
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 그러나, WVTR 분석 결
과에서 thermally annealed PEN film/Al2O3의 값은 0.57 g/
m2/day으로 O2 plasma treated PEN film/Al2O3의 WVTR 값
인 0.38 g/m2/day 다음으로 낮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
다(Table 3). 이는 bare PEN film 표면의 particle을 제거하
여 거칠기 값을 줄이는 것보다 표면에 친수성기를 형성하
여 전구체와 기판의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고성능
의 균일한 수분 투습 방지막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5. Transmittance 측정
유연한 유기태양전지를 위한 수분 투습 방지막의 경우
기계적인 유연성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흡수하기 위해 높
은 빛 투과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are PEN film, bare PEN film/Al2O3(10 nm), bare PEN film/
Al2O3(20 nm) 샘플의 가시광선 영역의 투과도(transmittance)
를 분석하였다(Figure 6). 그 결과 Al2O3 박막을 증착 후에

Figure 5. 3D AFM Images of (a) Si wafer/Al2O3, (b) bare PEN film/Al2O3, and (c) Al seed layer deposited PEN film/Al2O3. 2D AFM images of (d) bare
PEN film and (e) thermally annealed PEN film with scan size of 15 μm×1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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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isible light transmittance of bare PEN film, Al2O3 (10 nm)
deposited PEN film, and Al2O3 (20 nm) deposited PEN film using low
temperature ALD process.

도 transmittance 값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Al2O3
박막이 유연한 유기태양전지를 위한 수분 투습 방지막으로
활용될 경우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저온 ALD 공정 과정에서 전구체는 기판 표면의 작용기
존재 여부에 따라 물리 흡착 또는 화학 흡착을 하게 되며,
전자의 경우 전구체가 아일랜드 형태로 뭉치게 되어 박막
의 거칠기 값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작용기가 존재하지 않는 bare PEN film 표면에 i)
O2 plasma 또는 UVO 처리, ii) Al seed layer 증착, and
iii) thermal annealing process와 같은 표면 처리와 저온
ALD 공정을 통하여 유연한 유기태양전지를 위한 고성능
수분 투습 방지막을 제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16−18].
그 결과 i) O2 plasma 또는 UVO 처리의 경우 bare PEN
film 표면에 친수성기를 형성함으로써 전구체와 PEN film
표면 사이의 화학 흡착을 유도하여 고성능 수분 투습 방지
막의 구현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ii) Al seed layer 증착의
경우 Al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Al2O3로 산화되어,
ALD를 이용하여 Al2O3 박막 증착시 균일한 박막 증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iii) 열처리된 bare PEN film의 경우 고
온에서 bare PEN film 표면의 파티클이 제거되어 표면 거
칠기 값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균일한 Al2O3 박막 제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증착된 박막의 균일도를 분석하기 위해 AFM 분석 방법
을 이용하여 박막 거칠기 값을 분석한 결과 bare PEN film/
Al2O3의 RRMS 값은 3.26 nm인 반면 O2 plasma treated PEN
film/Al2O3의 RRMS 값은 0.99 nm, 그리고 thermally annealed
PEN film/Al2O3의 RRMS 값은 0.80 nm로 측정되어 각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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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bare PEN film의 다양한 표면처리가 박막의 균일도 향
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박막의 거
칠기 값이 수분 투습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해 WVTR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bare PEN film/
Al2O3의 WVTR 값이 0.83 g/m²/day인 반면 thermally
annealed PEN film/Al2O3는 0.57 g/m²/day의 값을 갖고, O2
plasma treated PEN film/Al2O3의 경우는 0.38 g/m²/day로
각각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bare PEN film 표면의 거칠기 값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film 표면에 친수성기를 형성하여 전구체와 기판의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고성능 수분 투습 방지막을 구현하
는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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