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Organic light-emitting device(OlED)는 양극과 음

극 사이에 놓인 유기박막에서 정공과 전자의 재결합에 의

해 형성된 여기자에 의해 빛이 방출되는 소자로서 고속응

답, 광시야각, 높은 색재현성, 자발광 등의 특성으로 인해 

디스플레이와 광원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OlED

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유기 박막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

명하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을 투명하게 만들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명한 OlED의 제작이 가능하여 see-through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응용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투명 음극은 종이와 같이 불투명한 기판 상에서 전면 발광 

OlED 제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시장 창

출이 가능하다. 

OLED를 위한 투명 음극 기술 개요

투명 디스플레이 또는 전면 발광 OlED를 위해 필수적

인 투명 음극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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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thermal evaporated transparent 
cathodes for organic light-emitting devices

Dae-Gyu Moon

Transparent and top emission organic light-emitting device 

(OLEDs) are the important issues in realizing new display 

applications such as see-through electronic displays, and flexible 

displays. The cathode of the transparent and top emission OLEDs 

should be transparent in the visible light and should not give any 

damage to the underlying organic layers, in addition to its intrinsic 

role of injecting electrons into the organic layers. Several authors 

have investigated the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films prepared 

by sputtering methods. They have introduced the sophisticated 

sputtering process for reducing the damages. Other groups have 

developed thermally evaporated transparent cathodes which 

are believed to be damage free without causing any permanent 

defect to the organic layers. This review focuses on the vacuum 

evaporated damage free transparent cathodes. 

[Fig. 1] Transparent AMOLED (Samsung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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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투명 음극은 가시광선 영

역에서 투명해야하고 전자의 주입 효율이 좋아야 하며 하

부에 놓여있는 유기 박막을 손상시키기 않아야 한다. 초

기의 연구는 ITO와 같은 투명 전도성 산화막의 스퍼터링

에 집중되었다. ITO는 일함수가 커서 전자의 효율적인 주

입이 어렵기 때문에 Mg:Ag/ITO, Ca/ITO와 같이 일함수

가 작은 금속과 이중층으로 형성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

었다. 이러한 구조의 음극에서 ITO의 형성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스퍼터링이다. 일반적인 방

식의 스퍼터링은 플라즈마 내의 이온이 유기 박막을 손상

시키기 때문에 대향 타겟을 이용하는 방식 등 스퍼터링에 

의한 유기 박막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으

며 CuPc, BCP와 같이 플라즈마에 의한 유기박막 손상을 

줄이기 위한 완충막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플라즈마에 의한 유기 박막 손상을 줄이는 데 한계

가 있거나 낮은 증착속도 등의 문제가 있다.

진공 열 증착에 의한 Ca/Ag 투명 음극

진공 열 증착 방식은 배면 발광 OlED에서 금속 음극

의 형성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온 방식이다. 진공 열 증착

에 의해 Al, Ag와 같은 금속을 초박막으로 형성하면 유

기박막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가시광선 영역에서 반투명

하기 때문에 투명 OlED의 음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Al

과 Ag는 일함수가 커서 전자의 주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

문에 높은 효율의 OlED를 얻을 수 없어 liF 등을 Al 또

는 Ag와 유기 박막 사이에 삽입하는 방식 또한 제안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금속은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투과

도가 두께에 매우 민감한 단점이 있다. 진공 열 증착에 의

해 Ag를 약 10 nm로 코팅하면 500 nm 부근의 파장에서 

강한 흡수가 일어나며 Ag를 약 20 nm로 코팅하면 가시

광선 영역에서의 투과도가 매우 낮게 된다. 반면, Mg/Ag 

또는 Ca/Ag의 이중층으로 금속 음극을 형성하면 가시광

선 영역에서의 투과도가 향상된다. Mg과 Ca은 일함수가 

작은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의 주입 또한 효율적으로 일어

날 수 있다. Mg/Ag 금속 음극은 10 nm에서의 Ag와 마찬

가지로 480 nm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 강한 흡수를 나타

내지만, Ca/Ag 금속 음극은 이러한 흡수가 다소 약하며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투과도를 나타낸다. 또한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Ca/Ag의 경우 전체 두께가 20 nm임

에도 불구하고 더 얇은 Ag에 비해 높은 투과도를 나타낸

다. Ca/Ag의 투과도는 70% 이상으로 나타나며 반사율은 

12~14%로 측정된다. 따라서 Ca/Ag 금속 음극은 유기 박

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전자의 주입이 용이하고 가시

광선 영역에서 투과도가 높아 OlED의 투명 음극으로 사

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림 3는 Ca과 Ag의 두께를 달리하여 형성한 Ca/Ag 

금속 음극의 투과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Ca/Ag 금속 

음극의 투과도는 Ca과 Ag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Ca의 

두께를 2.5 nm, Ag의 두께를 10 nm로 하면 Ag 단일층

과 유사한 경향의 투과도 곡선을 나타내며, Ca의 두께를 

10 nm로 증가시키면 투과도가 증가하여 가시광선 영역에

서 약 70%의 투과도를 나타낸다. Ca의 두께를 2.5 nm, 

Ag의 두께를 5 nm로 변화시키면 Ca 2.5 nm, Ag 10 nm

에 비하여 투과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최적의 투

과도를 위해선 Ca과 Ag의 두께 선택이 중요한 요인이 된

다. Ca/Ag의 면저항 또한 Ca과 Ag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

다. 예를 들어 Ca의 두께가 5 nm, Ag의 두께가 15 nm이

면 면저항은 약 20 ohm/sq인 반면, Ca의 두께가 10 nm, 

Ag의 두께가 약 10 nm이면 면저항은 약 11 ohm/sq이 된

다. Ca/Ag 전극의 낮은 면저항은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공 열 증착에 의한 Ag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유리 기판 상에서 진공 열 증착 방식에 의해 

코팅된 단일층의 Ag 박막은 면저항이 아주 크며, 이는 그

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Ag의 성장은 핵 생성과 입자 성장

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박막의 두께가 얇으면 입자가 연

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Ca의 두께가 얇을 때에도 같은 

경향의 면저항을 나타내어 면저항 값이 측정하기 어려울 

[Fig. 2]  Transmittance spectra for various metal cath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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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높게 된다. 이에 비해 Ca(10 nm)/Ag(10 nm) 박

막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가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낮은 면저항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Ca/Ag 전극에서 Ca

은 금속/유기박막 계면에서 전자를 효율적으로 주입시켜

며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투과도를 나타내는데 기여하

며 연속적인 Ag 표면을 형성하게 함에 의해 Ag 박막의 면

저항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XPS, X-ray 등에 의해 Ca/Ag 음극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Ca/Ag 내에는 Ca, Ag,Ca(OH)2 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Ag의 표면에는 Ca(OH)2와 

Ag가 주로 관찰되고, 중간층에는 Ca(OH)2와 Ca, 기판과 

가까운 쪽에는 주로 Ca이 관찰된다. 따라서 Ca(OH)2는 

Ca, Ag와 혼합되어 Ca과 Ag 층의 skin depth를 증가시

킴에 의해 높은 투과도에 기여함과 동시에 Ag의 부착력을 

증가시켜 Ag의 표면을 연속적으로 만듦에 의해 낮은 면저

항에 기여한다. 

진공 열 증착에 의한 금속 이중층 투명 음극 

Ba/Ag 음극 또한 Ca/Ag 음극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

다. 그림 5는 Ba/Ag 음극의 두께에 따른 투과도를 나타낸 

것이다. Ba/Ag 음극 또한 Ca/Ag와 유사하게 Ba과 Ag의 

두께에 따라 투과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Ba(8 nm)/Ag 

(8 nm)의 투과도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60% 이상의 투과

도를 나타낸다. Ba/Ag 음극의 면저항 또한 20 ohm/sq

로 작다. Ba의 일함수는 약 2.5 eV 정도로 Ba/Ag 음극

은 전자의 주입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다. 

Ba/Ag 음극의 AFM 표면 사진을 분석하면 rms 거칠기

가 0.33 nm 정도로 매우 매끈한 표면을 나타낸다. 또한 

XPS 분석에 의하면 Ca/Ag 음극과 마찬가지로 Ba(OH)2

가 높은 투과도 및 낮은 면저항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Ca/Ag 및 Ba/Ag 음극은 낮은 일함수로 인하여 전자의 

주입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투과도가 높고 면

저항이 낮으며 배면 OlED의 음극을 형성할 때와 마찬가

지로 진공 열 증착에 의해 형성하기 때문에 하부의 유기 

박막에 손상이 없어 투명 음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Ca/

Ag와 Ba/Ag 이외에 Sr/Ag, Yb/Ag 등의 음극 또한 유

사한 높은 투과도와 낮은 면저항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OlED의 투명 음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Ca/Ag, Ba/Ag 등의 금속 음극은 ITO와 같은 무기 박

막과 달리 휘거나 말아도 벤딩 스트레스에 의한 크랙이 생

기지 않기 면저항의 변화가 작고 투명도가 유지되기 때

문에 flexible 투명 OlED 또는 종이와 같이 불투명한 

flexible 기판을 사용하는 OlED의 음극으로 적합하다.

 

금속 이중층 투명 음극의 투과도 향상 

Ca/Ag, Ba/Ag와 같은 금속 음극에 CsCl와 같은 무기 

박막을 코팅하면 계면에서의 반사율 감소 등에 의해 투과

도가 더욱 향상된다. 그림 7은 Ca/Ag 음극에 CsCl의 코

팅에 따른 투과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sCl를 코팅하

[Fig. 3]  Transmittance spectra of the Ca/Ag cathodes as a function 

of individual layer thickness.

[Fig. 4]  SEM photographs of Ag(5, 10, 20 nm) and Ca(10 nm)/Ag 

(10 nm)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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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투과도가 대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일례로 

CsCl를 코팅하지 않았을 경우 500 nm에서의 투과도는 

약 65% 정도이나 CsCl를 60 nm 코팅하면 투과도가 약 

90% 이상으로 증가한다.

금속 이중층 투명 음극을 이용한 OLED 특성

Ca/Ag 및 Ba/Ag 등의 투명 음극은 투명 OlED 또는 

전면 발광 OlED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8은 Ca/Ag 투

명 음극을 이용한 전면 발광 OlED의 전압에 Efms 휘도 

및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녹색 형광 도판트인 C545T를 

Alq3에 도핑하여 발광층을 형성하였다. Ca/Ag 음극을 이

용한 전면 발광 OlED는 100,000 cd/m2의 이상의 휘도

를 나타내었으며 20 cd/A 이상의 전류 효율을 나타내어 

형광 OlED에서 얻을 수 있는 이론 효율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 효율이 약간씩 증가

하고 있으며 음극에 의한 효율 감소를 보이지 않는다. 이

는 Ca/Ag 음극이 전자의 주입에 효율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Ca/Ag 금속을 투명 음극으로 사용하여 효율이 높

은 전면 발광 OlED를 얻을 수 있다. 

Ca/Ag 또는 Ba/Ag 투명 음극은 형광 OlED 뿐 아니라 

인광 OlED에도 적용되어 왔다. 그림 9는 Ca/Ag 투명 음

극을 이용하여 제작한 적색 인광 OlED의 전압에 따른 전

류 밀도와 휘도, 파장에 따른 El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

다. Ca/Ag의 낮은 면저항으로 인하여 OlED는 높은 전류 

밀도를 얻을 수 있으며 높은 적색 휘도 및 적색 인광 스펙

트럼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0은 Ca/Ag/CsCl를 투명 음극으로 사용하고 ITO

를 양극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투명 OlED의 투과도를 나

타낸 것이다. ITO의 투과도가 90% 이상으로 높고, Ca/

Ag/CsCl의 투과도 또한 높기 때문에 투명 OlED 소자의 

투과도는 450 nm 이상에서 60~80%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은 Ca/Ag/CsCl를 투명 음극으로 사용하고 ITO

를 양극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투명 OlED의 전압에 따른 

[Fig. 5]  Transmittance spectra of the Ba/Ag cathodes. [Fig. 7]  Transmission spectra for the Ca/Ag/CsCl(x nm) layers with various 

thicknesses of CsCl layers. 

[Fig. 6]  Top Emission OLEDs on the copy and photo-paper substrates.

[Fig. 8]  Brightness and efficiency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for the top 

emitting fluorescent OLED with Ca/Ag semitransparent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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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를 위한 진공 열 증착 투명 음극 형성 기술

휘도를 나타낸 것이다. OlED는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높

은 휘도를 나타내고 있어 Ca/Ag 투명 음극은 투명 OlED

에 적합한 것을 나타낸다. OlED의 휘도는 CsCl에 따라 

약간씩 차이나 나며 이는 CsCl에 따른 투과도 차이에 기

인한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진공 열 증착에 의해 형성된 Ca/Ag, Ba/Ag 

등 일함수가 낮은 금속과 Ag의 이중층을 이용한 투명 음

극의 투과도, 면저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이

용한 전면발광 OlED, 투명 OlED의 특성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일함수가 낮은 금속과 Ag를 이용한 투명 음극은 

OlED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다양한 응용시장을 창

출할 수 있다. 

[Fig. 10]  Transmission spectra for the transparent OLEDs with Ca/

Ag/CsCl semitransparent cathodes. 

[Fig. 9]  Current density and brightness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for 

the top emitting phosphorescent OLED with Ca/Ag semitransparent 

cathode.

[Fig. 11]  Luminances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for the transparent 

OLEDs with Ca/Ag/CsCl semitransparent cathodes measured at 

the cathode and anode side.

[Measured at cathode side]

[Measured at anod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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