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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전기적 특성

Electrical Properties of Organic light-emitting Diode 
with Oxygen Plasma Treatment

김 승 태*․홍 진 웅†  

(Seung-Tae Kim․Jin-Woong Hong)

Abstract -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lectric characteristics of the OLEDs device of which anode ITO has been 

treated with the oxygen plasma. We fabricated the basic three-layer structure (ITO / AF / Alq3 / Cs2CO3 / Al) device, 

analyzed how the oxygen plasma treatments of the ITO surface affects to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OLEDs. We 

also produced a four-layer structure device (ITO / AF / TPD / Alq3 / Cs2CO3 / Al) with the oxygen plasma treatmen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to the devices, we confirmed following results. The three-layer structure OLEDs device 

with oxygen plasma treatment has better characteristics than the device without the treatments; maximum luminance, 

luminous efficiency, and external quantum efficiency are improved approximately 151 [%], 126 [%], and 175[%], 

respectively. Also, the electric characteristics of the four-layer structure device with oxygen plasma treatment are 

improved compar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layer structure device with oxygen plasma treatment; maximum 

luminance, luminous efficiency, and external quantum efficiency are improved approximately 144 [%], 115 [%], and 

12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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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기 발  다이오드 (OLEDs)는 새롭고 흥미로운 디스

이 기술을 구성하며 응용에 있어서 편리함과 제작의 용이

성 등과 같은 많은 장 으로 범  풀 칼라 평면패  디스

이 소자로서 유망한 후보군이다[1,2]. 유기 분자로 첫 

번째 OLEDs는 1963년에 Pope와 그의 동료에 의하여 보고

되었다[3]. 그러나 그들은 두꺼운 안트라센 크리스탈에 수백 

볼트를 가하 으나 구동되지 않았다. 이것을 Vincent가 0.6 

mm의 두께 안트라센 크리스탈 박막을 진공증착으로 제작하

여 100 [V]미만으로 구동시켰다. 이것에 한 돌 구는 1987

년에 Tang과 Van Slyk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을 계기

로 OLEDs는 가볍고, 빠른 응답속도, 풀 칼라 디스 이 

소자로서 잠재된 망으로 Tang과 Van Slyke의 논문에서 

처음 주목 받았다[4]. 이에 따라 OLEDs 기술의 빠른 성장

과 더불어 OLEDs소자의 구조와 동작 메커니즘의 향상을 

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5]. 유기 발  다이오드는 

자와 정공을 주입시키는 극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이러한 극에 한 주요한 요구조건에 음

극은 충분히 일함수가 낮아야 하고, 양극은 충분히 일함수가 

높아야 한다[6]. 그리고 한쪽 극은 발 층에서 나오는 빛

이 통과되어 외부로 방사되므로 투명하여야 한다. 본 실험

에서 우리는 양극으로 산화물 반도체 에서 최근에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 ITO(Indium-Tin-Oxide)를 사용

하 다. ITO는 가시 선 역에서의 높은 투과도와 기

도도를 가지며 비 항도 낮고, 식각처리가 용이, 유기 발

 소자에 사용되는 유기물로의 높은 홀 주입 특성을 가짐

으로서 ITO가 양극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7]. 그러나 문

제 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ITO의 표면 개질을 변화시켜 

유기물과의 계면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

다. ITO의 표면을 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홀 주입 에

지 장벽을 낮추어 주면 홀 주입 효율이 향상되고 따라서 발

 효율도 증 된다. ITO 표면 처리 방법으로는 wet 

treatment[8], UV (ultra-violet)[9], self-assembly monolayer 

treatment[10], 라즈마 처리[11] 등이 있다. 그 에 산소 

라즈마 처리는 ITO와 유기물 층 사이의 계면 특성의 향

상에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12].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OLEDs의 양 극으로 사용되는 ITO의 표면을 

산소 라즈마 처리를 통하여 3층 기본구조 소자를 제작하여 

류 도, 휘도, 발 효율  외부양자효율에 미치는 기  

특성에 하여 연구하 고, 정공 수송 물질인 TPD를 삽입

한 4층 구조의 소자를 제작하여 산소 라즈마 처리한 3층

과 4층 구조의 소자와 비교  기 인 특성에 하여 연

구한 결과를 소개한다. 

2. 시료  실험

2.1 시료

본 실험에서 우리는 양(+) 극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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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sq]의 표면 항을 갖고 두께가 170 [nm]인 ITO 기 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먼  ITO의 기 을 100×100 [mm
2
]의 

크기로 잘라내고 다시 20×20 [mm
2
]의 크기로 단한 다음 

그 에 넓이 5 [mm]의 폭으로 테이핑한 후 테이핑 되지 

않은 부분을 염산(HCI) : 질산 (HNO3)을 3 :1의 부피비로 

섞은 왕수의 증기에 20 [min]노출시켜 식각처리 하 다. 세

척 과정으로는 먼  아세톤에서 20 [min] 음  세척을 하

고 다음으로 암모니아(ammonia) : 과산화수소수 (hydrogen 

peroxide) : 2차 증류수 (de-ionized water)를 부피 비 1 : 1 

: 5의 비율로 섞은 용액 속에서 60 [min] 음  세척하

고, 다시 아세톤에서 20 [min] 음  세척과정을 거친 다음 

마지막으로 이소 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에서 20 

[min], 1차 증류수에서 20 [min] 음  세척을 한 후에 건

조하 다. 

2.2 실험

세척과 건조의 과정을 마친 ITO 기 의 표면을 사진 1에 

산소 라즈마 처리 장치(F.S. co)를 사용하여 ITO 기 을 

라즈마 장치 Chamber 안에 넣고 일정시간 진공을 잡은 

다음 가스 주입구로 산소를 주입한다. 진공상태에서 라즈

마 RF 출력강도 25 [W], 처리시간 40 [sec]에서 ITO 기

을 산소 라즈마로 처리 하 다. 그리고 진공증착장비에서 

진공 열 증착을 할 유기물질을 넣고 진공 1.2×10
-2
 [Torr]

을 잡은 다음 5×10
-7
 [Torr]의 고진공에서 류를 제어하여 

보트의 온도를 조정하여 진공 열 증착 법 (Vacuum thermal 

evaporation)으로 유기물을 증착 하 다.

사진 1 라즈마 처리 장치

Fig. 1 Plasma treatment device

2.2.1 소자의 제작

그림 1의 (a)와 (b)는 OLEDs 소자의 3층과 4층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기본 3층 구조(ITO 170 [nm]/Teflon AF 4 

[nm]/Alq3 96 [nm]/Cs2CO3 1 [nm]/Al 100 [nm])를 제작, 그

리고 4층 구조(ITO 170 [nm]/Teflon AF 4 [nm]/TPD 36 

[nm]/Alq3 60 [nm]/Cs2CO3 1 [nm]/Al 100 [nm])의 소자를 

제작하 다. 정공 주입 물질인 Teflon-AF는 0.1 ~ 0.2 [Å

/s]의 증착속도로 두께 4 [nm], 정공 주입 물질인 TPD 

(N,N ′-diphenyl-N,N ′-bis[3-methyl phenyl]-1,1′

-biphenyl -4,4′-diamine)는 0.3 ~ 1.2 [Å/s]의 증착속도로 

두께 36 [nm], 발  물질인 Alq3는 2.5 [Å/s]의 증착속도로 

두께 60 [nm](4층)와 96(3층) [nm], 자 주입 물질인 

Cs2CO3는 0.2 [Å/s]의 증착속도로 두께 1 [nm]로 증착하

다. 음(-) 극은 Aldrich사의 99.99 [%] Al을 사용하여 텅

스텐 보트로 두께 100 [nm]로 증착하 다. 한 소자의 

극면 은 마스크를 이용하여 3 × 5 [mm
2
]의 크기로 제작하

다.

      (a) three-layer           (b) four-layer

그림 1 소자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device

그림 2의 (a)와 (b)는 3층과 4층 소자의 에 지 밴드도로 

각 물질의 HOMO(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와 

LUMO(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의 값은 정공 주

입 물질인 Teflon-AF가 5.3 eV, 1.9 eV이고 정공 수송 물질

인 TPD가 5.4 eV, 2.2 eV, 발  물질인 Alq3가 5.8 eV, 3.1 

eV 이며, 자주입물질인 Cs2CO3는 4.0 eV 로 된다. 이것은 

Cs2CO3를 고진공에서 열 증착을 하면 산화물에서 CO2 가스

로 배출되어 반도체 특성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일함수가 4.3 

[eV]인 음 극 Al의 페르미 에서 자가 Cs2CO3의 페르

미 로 쉽게 이동하여 기 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a) three-layer             (b) four-layer

그림 2 에 지밴드 도

Fig. 2 Energy band diagram

 

따라서 Cs2CO3의 일함수는 가 자 에서 페르미 

(fermi level) 1.8 [eV]와 페르미 에서 진공 (vacuum 

level) 2.2 [eV]의 합인 4.0 [eV]가 됨을 알 수 있다[13]. 소

자 제작에 사용한 유기 물질은 4가지를 사용하 으며 사용

된 유기 물질의 명칭과 분자구조는 표 1과 같다.

  본 실험에서 제작한 유기 발  다이오드 소자의 특성은 

압- 류-휘도를 측정하 으며, 이를 한 측정 장비로는 

Keithley 6517 electrometer, Keithley 2000 multimeter, 원 

공 기(DC Power supply)는 Vupower.co의 Programmable

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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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
fication

Material name Molecular structure

HIL
Teflon
-AF

HTL TPD

EML Alq3

  

EIL Cs2CO3

    

표   1  유기물질의 이름과 분자구조

Table 1 Molecular structure and the name of the organic 

materials

그림 3 I-V-L 측정 개략도

Fig. 3 Measuring diagram of I-V-L

그리고 압, 류 등의 측정을 해 Lab-view를 기반으

로 하여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소자의 효율을 측정하

기 하여 실리콘  검출기를 소자의 면에 놓고 인가

압에 따른 류와 Keithley 2000 multimeter를 사용하여 

직류 류를 측정하 다. 그림 3은 제작된 소자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간략하게 나타낸 개략도이다. 류는 소자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 흐르는 류이므로 자 수에 비례하게 

되고, 소자에 흐르는 직류 류는 자 수에 비례한다. 따라

서 류와 직류 류를 이용하여 소자의 발  효율과 외

부 양자 효율을 구할 수 있고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측정하

고 소자의 압 인가 방법은 0.25 [V/sec]씩 증가시켰으

며, 측정 지연 시간은 100 [ms]로 하여 측정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산소 라즈마 처리에 따른 3층 소자

그림 4의 (a)는 산소 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3층 기본구

조 소자(ITO /Teflon AF/Alq3/Cs2CO3/Al)와 산소 라즈마

로 처리한 3층 소자의 인가 압에 따른 류 도 특성을 나

타낸 그림이고, 그림 (b)는 인가 압에 따른 휘도 특성을 나

타낸 그림이다. 

   (a) Electrical properties        (b) Optical properties

그림 4 J-V-L 특성

Fig. 4 J-V-L characteristics

인가 압에 따른 류 도 특성결과 라즈마 미처리 소

자가 라즈마 처리 소자보다 낮은 류 도를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 다. 그러나 라즈마 처리된 소자의 류특성은 

부성 역 이후에 류가 격히 상승함을 확인하 다. 한 

인가 압에 따른 휘도 특성 결과 라즈마를 처리하지 않은 

3층 기본 구조 소자는 약 8 [V]에서부터 빛이 발 하기 시

작하여 약 13 [V]에서 최  휘도 값 약 9,218 [cd/m
2
]를 얻

었다. 그러나 산소 라즈마 처리를 통해 제작한 3층 구조 

소자는 약 6 [V]에서부터 빛이 발 하기 시작하여 약 11 

[V]에서 최  휘도 값 약 13,889 [cd/m
2
]을 얻었다. 이것은 

산소 라즈마 처리로 소자가 라즈마를 처리하지 않은 소

자에 비하여 동작 개시 압이 약 2 [V]정도 낮아졌으며, 최

 휘도값도 약 50.7 [%] 증가됨을 확인하 다. 이것은 산소 

라즈마 처리가 ITO의 표면 거칠기를 감소시킴은 물론 표

면오염을 감소시켜 OLEDs의 성능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림 5는 산소 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3층 기본구

조 소자와 라즈마를 처리한 3층 구조 소자의 인가 압에 

따른 발  효율(η)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인가 압에 따른 

발  효율 특성 결과 산소 라즈마 처리를 하지 않은 3층 

기본구조 소자보다 라즈마 처리한 3층 소자의 발  효율 

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 다. 산소 라즈

마 처리를 하지 않은 3층 기본구조 소자는 최  발  효율 

37.8 [lm/W], 라즈마 처리한 3층 구조소자는 47.5 [lm/W]

로 약 25.7 [%] 증가됨을 확인하 다

그림 6은 산소 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3층 기본구조 소

자와 라즈마로 처리한 3층 구조 소자의 인가 압에 따른 

외부양자효율(ηext)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측정 결과 산소 

라즈마로 처리하지 않은 3층 기본구조 소자는 최  외부 

양자 효율 0.12 [%]임을 확인하 다. 이에 비해 라즈마 처

리한 3층 구조 소자의 최  외부양자효율은 0.21 [%]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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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η 특성

Fig. 5 V-η characteristics. 

   (a) Electrical properties       (b) Optical properties

그림 7 J-V-L 특성

Fig. 7 J-V-L characteristics

소 라즈마를 처리하지 않은 소자보다 약 75 [%]의 효율 

증가를 확인 하 는데, 이것은 양극인 ITO 표면의 기여로 

사료 된다[14].

그림 6 V-ηext 특성

Fig. 6 V-ηext characteristics

3.2 라즈마 처리된 3층과 4층 소자의 특성

그림 7의 (a)는 ITO를 산소 라즈마 처리한 3층 소자와 

정공 수송 물질인 TPD를 삽인한 4층(ITO/Teflon 

AF/TPD/Alq3/Cs2CO3/Al) 소자의 인가 압에 따른 류

도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고 <Fig. 7> (b)는 인가 압에 따

른 휘도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인가 압에 따른 류

도 특성은 4층 소자가 3층 소자에 비해 큰 류 도를 나타

남을 확인하 다. 한 인가 압에 따른 휘도 특성은 라

즈마 처리한 3층 구조 소자는 약 6 [V]에서부터 빛이 발

하기 시작하여 약 11 [V]에서 최  휘도 값 약 13,889 

[cd/m
2
]를 얻었다. 이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제작한 4층 구

조 소자는 약 4 [V]에서부터 빛이 발 하기 시작하여 약 10 

[V]에서 최  휘도 값 약 20,052 [cd/m
2
]을 얻었다. 이것은 

4층 소자가 3층 소자에 비하여 발 층의 재결합 확률의 증

가와 캐리어의 블로킹 상의 기여로 동작 개시 압이 약 

2 [V]정도 낮아졌으며, 그리고 최  휘도 값도 약 44.4 [%] 

증가함을 확인하 다. 

그림 8은 산소 라즈마 처리한 3층 구조 소자와 4층 구

조 소자의 인가 압에 따른 발  효율 특성을 나타낸 그림

이다. 

그림 8 V-η 특성

Fig. 8 V-η characteristics

인가 압에 따른 발  효율 특성은 산소 라즈마 처리한 

3층 소자와 4층 소자가 각각 최  발  효율 값 47.5 

[lm/W], 54.5 [lm/W]를 각각 확인하 다. 그리고 정공 수송 

물질 TPD를 삽입한 4층 소자가 3층 소자보다 최  방 효

율 값이 약 14.7 [%]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것은 정공 수

송물질의 기여로 캐리어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한 자의 

블로킹 상으로 발 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 V-ηext 특성

Fig. 9 V-ηext characteristics

그림 9는 산소 라즈마 처리한 3층 구조 소자와 4층 구

조 소자의 인가 압에 따른 외부 양자 효율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측정 결과 산소 라즈마 처리한 3층과 4층 소자

의 최  외부 양자 효율은  0.21 [%]에서 0.26 [%]로 증가

됨을 확인 하 다. 이것은 캐리어의 이동과 재결합 확률의 

증가  블로킹 상으로 4층 구조 소자가 3층 구조소자에 

비해 최  외부 양자 효율 값이 약 23.8 [%] 증가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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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양극으로 사용되는 ITO의 라즈마 처리에 따른 OLEDs 

소자에 미치는 기 인 특성을 연구하기 하여 소자를 제

작하고 비교 분석 하 다. 산소 라즈마 미처리 3층 기본

구조와 라즈마 처리한 3층 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산소 

라즈마 미처리 3층 구조 소자보다 라즈마 처리한 3층 

구조 소자가 최  휘도, 발  효율, 외부 양자 효율이 각각 

약 151 [%], 126 [%], 175 [%] 향상됨을 확인하 다. 이것은 

산소 라즈마 처리가 세척 후에도 남은 오염부분의 제거와 

양극 ITO의 일함수 변화에 상당한 향을 미친 것으로 사

료된다. 한 정공은 ITO에서 정공 주입층 계면에 한 에

지 장벽이 낮아져 정공의 주입 효율이 향상되고 주입된 

정공과 자의 재결합의 증가로 사료되며, 한 ITO의 표면 

roughness의 감소로 소자의 동작 개시 압도 낮아지고 발  

효율, 외부 양자 효율 등 기 인 특성이 향상됨을 확인 하

다. 그리고 산소 라즈마 처리한 4층 소자와 라즈마 

처리한 3층 소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4층 소자에 정공 수송 

물질인 TPD를 삽입함으로 정공 이동의 증가로 재결합 확률

이 증가 되고 자에 한 블록킹 상으로 3층 소자 비 

최  휘도, 발  효율, 외부 양자 효율이 각각 약 144 [%], 

115 [%], 124 [%]로 향상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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