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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미래의 유연 전자 기기는 고온, 고습 환경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굽히고 펴기를 반복하기 때
문에 장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 조건과 반복 기계적 변형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기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l, Ag, Cu 전극을 유연 기판상에 진공 증착한 뒤 환경적인 요건을 상온/일반습도
와 85oC/85% 습도 두 가지로 조건에서, 기계적 변형이 없는 평평한 상태와 반복적으로 굽힘 변형을 가해주는 조건의 총
4가지 환경 및 피로 복합 실험을 실시하였다. Al, Ag, Cu 전극 모두 기계적 변형이 없는 평평한 경우에 일반 환경 조건
및 고온/고습 조건 모두 10시간 동안 전기 저항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 환경 조건에서 굽힘 피로 실험을 진행한
경우, Al, Ag, Cu 전극 모두 금속의 피로 파괴 현상에 의해 10만 싸이클 이후 전기 저항이 약 400%~600% 증가하였다.
고온/고습에서 피로 실험의 경우, Al, Ag 전극은 일반 조건 피로 실험과 결과가 유사하였으나, Cu의 경우 고온/고습 피로
실험의 경우 10만 싸이클 이후 전기 저항이 9000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부식과 기계적 피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금속 전극에 매우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 조건과 기계적 변형을 동시에 고려한 전극 소
재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As flexible electronics will be used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with repeated bending
deformations,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ondition and repeated mechanical deformations are considered simultaneously
to achieve long-term reliability.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reliability of metal electrodes (Al, Ag, Cu) deposited on
flexible polymer substrate is investigated under 4 different conditions: with and without repeated mechanical deformations
and normal environmental or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conditions (85oC/85%). The mechanical failure does
not occur in all the metal electrodes without mechanical deformation even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conditions. The electrical resistance of metal electrode increased about 400% to 600% after 100,000 bending cycles under
normal condition. For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condition, the electrical resistance of Al and Ag increased
similarly. However, the resistance of Cu during bending fatigue test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condition
increased over 90000% because of the combined effect of corrosion and mechanical fatigue. This study can give a help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electrode materials with high mechanical reliability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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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은 평상 시에는 작게 접

어서 보관하다가 사용 시에는 펴서 큰 크기의 화면을 사

용할 수 있는 편의성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폴더블 스마트폰 이외에도 태양 전지, 센서,

배터리 등 다양한 전자 소자가 가볍고 유연한 형태인 플

렉서블 전자 기기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연 소자의

형태도 접을 수 있는 폴더블, 말 수 있는 롤러블, 비틀거

나, 잡아당길 수 있는 연신성 전자 소자 등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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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화하고 있다.1-10) 이러한 유연 전자 기기의 경우 기

존 전자 기기와는 다르게 사용 중에 굽힘, 말림, 비틀림

등 다양한 기계적 변형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게 된다. 상

용화된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 하루에 100회 열고 닫는

것을 가정하고 5년 사용을 예상하면 182,500회이므로, 산

업계에서는 20만회 이상의 기계적 수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플렉서블 전자기기의 기계적 안정

성과 피로 수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플

렉서블 전자기기에 기계적 변형이 반복적으로 가해질 경

우 금속 전극에는 피로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피로 파괴

는 재료의 파괴 강도보다 낮은 응력을 반복적으로 받을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반복 변형 동안 전위의 비가역

적인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또한, 전자 기기는 사용 중 발열에 의해 작동 온도가 높

아지거나, 덥고 습하거나, 영하의 낮은 온도 등 다양한 조

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온 다습한 환경 조건은

전자 기기의 성능 열화를 유발하게 되므로 고온/고습 조

건에서 전자 기기의 신뢰성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

제 중 하나이다. 더욱이 플렉서블 전자 기기가 고온 고습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환경적인 요인과 반복적인 기계적

변형이 동시에 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대한 신

뢰성 연구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

는 금속 전극 재료는 Cu, Al, Ag 등이 있으며, Cu는 우수

한 전기전도성, 높은 기계적 성질을 가지며, Al은 산화피

막에 의한 높은 환경적 안정성을, Ag는 우수한 환경 안

정성과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진다. 금속 전극의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조건에 따라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고신뢰성 플렉서블 전자기기용 금속 전극을 개발하

기 위해서 다양한 금속 전극의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안

정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온/

고습 환경 조건에서 플렉서블 전자 소자용 금속 전극의

피로 파괴에 대한 연구는 장비 자체가 부식되거나 전기

적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개발한 고

온/고습 환경용 기계적 신뢰성 평가 장치를 이용하여 Cu,

Al, Ag 박막의 기계적 신뢰성을 연구하였다. 상온/일반습

도 조건 및 85oC/85% 습도조건 두 가지 조건에서 반복 기

계적 변형의 유무에 따른 전기저항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피로 실험 이후 표면 분석을 통해 환경 조건 및 반복 기

계적 변형이 전기적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2. 실험 방법

125 m 두께의 Polyimide (PI) 유연 기판을 아세톤, 알

코올, deionized water 순으로 세정 한 후, Al, Cu, Ag 세

종류의 금속을 각각 500 nm 두께로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여 진공 증착하였다. 증착 중 base pressure는

1.33×10-6 kPa이고, 증착 속도는 50 nm/min이었다. 열증착

을 통해 20 mm×60 mm 크기로 잘라서 시편을 준비하였

다. 기계적 피로 시험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환경

챔버 안에 기계적 변형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전

지저항을 측정하면서 진행하였다. Fig. 1(a)의 개략도는

환경 챔버에서 상온/일반습도(22oC, 40%) 조건과 85oC/

Fig. 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metal electrode sample in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chamber. (b) An image of the metal
electrode samples in flat state and the electrical connection. (c) Schematic of sliding fatigue test system in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chamber (d) Image of bending test and metal samples with electric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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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조건에서 기계적 변형이 없는 평평한 형태의 시편

을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Fig. 1(b)는 실제로 실험에

사용한 평평한 지그의 사진이며, 한번에 3개의 시편을 고

정하여 각 시편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였다. Fig. 1(c)는 환

경 챔버에서 반복적인 기계적 변형을 인가하는 장치의 개

략도이며, 반복적인 굽힘 변형은 sliding 변형을 통해 인

가하였다. 굽힘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ε, r, h는 각각 굽힘 변형률, 굽힘반경, 시편 두

께를 의미한다. Fig. 1(d)는 실제로 실험에 사용한 sliding

지그로 한번에 3개의 시편을 장착한 지그의 형태를 보여

준다. 굽힘 실험은 금속 박막이 굽힘 변형의 바깥쪽에 위

치한 outer bending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속

박막에는 tensile stress가 인가되었다. 기계적 변형이 존재

하지 않는 평평한 조건(Fig. 1(b))과 반복적인 기계적 변

형을 주는 sliding 조건(Fig. 1(d)), 두 가지 조건에서 전기

저항 측정 장치(Keithley 2400)를 통해 4-point probe 방법

으로 실시간으로 전기 저항을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시

간은 평평한 조건에서는 10시간, sliding 조건에서는 10만

cycle 동안 측정하였다. 또한 sliding 조건에서 기계적 변

형을 주는 범위인 stroke 길이는 15 mm, 굽힘 변형률은

2%, 3 Hz의 속도로 실시하였다. 상온/일반습도, 85oC/85%

습도 두 가지 환경 조건과 평평한 상태 고정 조건과 sliding

변형 두 가지 기계적 변형 조건의 총 네 가지의 조건에서

Al, Ag, Cu 전극의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했다. 실험 후

주사 전자 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과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표면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a)는 Al, Ag, Cu 세 금속의 상온/일반습도의 환경

조건에서 기계적 변형이 없는 평평한 상태로 고정했을 때

의 전기저항 변화 그래프이다. Al, Ag, Cu 전극의 초기 저

항은 각각 0.229 , 0.179 Ω, 0.129 Ω으로 측정되었다. 각

시편은 10시간 동안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했으며, 전

기저항 변화 그래프를 보면 10시간 동안 상온에서 평평

한 상태로 유지하였을 경우 전기저항의 변화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2(b)는 환경 조건이 전극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85oC/85%의 환경조건에서

기계적 변형이 없는 평평한 상태에서 전기저항을 측정한

결과 그래프이다. 10시간 동안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

하였으며 Al, Ag, Cu 순서로 초기 저항은 0.179 , 0.178 Ω,

0.129 Ω으로 측정되었다. Fig. 2(b)의 전기 저항 변화 그

래프를 보면 고온고습 (85oC/85%) 조건에서도 10시간 동

안 Al, Ag, Cu 전극 모두 전기 저항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저항의 변화는 없었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편

에 일어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 표면의 모습을

SEM을 통해 관찰하였다. Fig. 3(a)는 Al, Ag, Cu 순서대

로 Fig. 2(a)의 상온/일반습도 환경조건에서 기계적 변형

이 없을 때 10 시간 이후의 시편의 표면을 보여준다. Al,

Ag, Cu 전극 모두 표면에서 특별한 파괴가 확인되지 않

았다. Fig. 3(b)는 Al, Ag, Cu 전극의 85oC/85% 환경조건

에서 기계적 변형이 없을 때 10시간 이후의 시편 표면을

보여준다. Al, Ag, Cu 전극 모두에서 파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이에 따라 Fig. 2(b)의 그래프처럼 전기 저항 변화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10시간동안 85oC/85%

 h
2r
-----=

Fig. 2. Changes in electrical resistances of metal films (Al, Ag, and Cu) in flat state as a function of time: (a) at room temperature and
(b) under 85oC/85% humidit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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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금속 전극이 기계적 변형이 없이 놓여졌을 경우,

즉 환경 조건이 단독으로 가해졌을 경우에는 전극의 열

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a)는 Al, Ag, Cu, 세 금속 전극의 상온/일반습도

의 환경조건에서 반복적인 기계적 변형을 주는 굽힘 피

로 실험에 따른 전기저항 변화 그래프이다. 환경의 영향

이 없을 때, 반복적인 기계적 변형이 각 시편의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으로 Al, Ag, Cu 시편의 초기

저항은 각각 0.204 Ω, 0.260 Ω, 0.157 Ω으로 측정되었다.

Al 전극의 일반 환경 조건에서 굽힘 피로 시험 시 전기저

항 변화 그래프(Fig. 4(a))를 보면 초기 사이클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때 증가폭은 약 200%였다.

이후 사이클의 증가함에 따라 전기저항이 증가하며 10만

사이클 이후 약 600%의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Ag 전극의 경우 가장 낮은 전기저항의 증가를 보

였으며 10만 사이클 이후에 대략 400%의 전기저항 증가

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Cu 전극의 경우 10만 싸이클 이

후 가장 큰 전기 저항 증가를 보였으며 700%의 전기저항

증가를 보였다. 

반복적인 기계적 변형에 의한 금속 전극의 피로 파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피로 시험 이후 시편의 표면을

SEM을 통해 관찰하였다. Fig. 5(a)는 상온/일반습도 환경

조건에서 10만 싸이클의 굽힘 피로 이후 Al, Ag, Cu 전극

의 표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속 박막에 주기적으로

굽힘 변형이 가해질 경우, 반복적인 인장 응력에 의해 소

성 변형이 발생하여, crack nucleation이 발생하고 이후에

는 crack이 더 길게 전파되는 crack propagation이 발생하

게 된다.13,14) Al의 표면은 extrusion이 발달하지 않은

fracture에 가까운 파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Al2O3

의 산화 피막이 형성되어 extrusion의 형성을 최대한 억제

하다가 지속적인 변형에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할 때 피막

이 찢어지며 crack이 형성되는 형태로 추정된다. Ag와 Cu

의 표면에서는 전형적인 피로 파괴, 즉 extrusion의 형성

및 인접한 crack 발생이 관찰되었으며, Al 전극에 비해 Ag

와 Cu 전극의 크랙 간격이 더 조밀하게 형성된 것으로 관

찰되었다. 결과적으로, 상온/일반 습도 조건에서 반복적

인 굽힘 변형은 Al, Ag, Cu 전극 모두에 피로 크랙을 형

성시키고 이에 따라 전기 저항이 10만 싸이클 이후

400%~6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b)는 유연 소자용 금속 전극이 85 ℃/85%의 환경

에서, 2% 변형률의 굽힘 변형이 반복적으로 가해졌을 경

우, 싸이클에 따른 전기저항 변화 그래프이다. Al 전극의

경우 85oC/85%의 환경적인 조건에서 피로 실험을 했을

경우, 실험 초기 싸이클에서 전기저항이 크게 증가한 후

완만하게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10만

싸이클 이후 약 400% 전기 저항이 증가하였다. 이는 상

온/일반습도에서 피로 실험한 결과(Fig. 4(a))와 비슷한 경

향성을 보였으며, 오히려 고온/고습 조건에서 최종 전기

저항 변화는 적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Ag 전극의 경우

85oC/85%의 환경에서 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0만 싸

이클까지 꾸준한 전기 저항 증가를 나타냈으며 최종적으

로 약 800%의 전기 저항 변화가 나타났다. Cu 전극의 경

우 고온 고습 조건에서 피로 실험을 진행했을 경우, 가장

큰 전기저항 증가가 나타나는데, 피로 실험 초반부터 전

기저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10만 사이클 이후에는 약

95000%의 전기저항 증가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피로

실험시 전기 저항 변화 그래프는 점점 완만해지는 형태

를 보이는 반면, Cu 전극의 전기 저항은 싸이클의 증가

에 따라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났으며, 이

는 Cu 전극은 85oC/85% 조건에서 피로 파괴가 가속화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반복 응력에 따른 변형

의 경우, 피로 싸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균열 끝부분의 응

력 확대 계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균열 전파속도가 줄

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하지만 Cu의 경우 고온 고

Fig. 3. SEM images of metal films (Al, Ag, and Cu) after 10 hours (a) at room temperature and (b) under 85oC/85% humidity condition.
No mechanical deformations a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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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조건에서의 부식 현상과 기계적 피로 현상이 복합적으

로 발생하면서 피로 파괴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5(b)는 85oC/85% 조건에서 기계적 변형을 받은 후

의 시편의 표면사진이다. Al 전극은 표면모습은 Fig. 5(a)

의 상온/일반습도 조건에서 피로 실험 후와 거의 동일한

표면 형태가 나타났다. Al 전극의 경우 자연 산화막이 존

재하며 고온 고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때문에 85oC/

85% 조건은 기계적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해석된다. Fig. 5(b)의 Ag 전극의 피로 시험 후의 표면

상태도 상온/일반습도 및 85oC/85% 조건에서 거의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분적인 Ag의 부식 현상이

기계적 피로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Fig. 5(b)의 Cu 전극의 고온 고습 조건 피로 실험 이

후의 표면에서는 뭉툭한 형태의 extrusion과 crack의 형태

Fig. 4. Changes in electrical resistances of metal films (Al, Ag, and Cu) as a function of bending cycles: (a) at room temperature and
(b) under 85oC/85% humidity condition. The amplitude of bending strain was 2%.

Fig. 5. SEM images of the metal films after bending fatigue test (a) in room temp and (b) under 85oC/85% condition. (c) Optical images
of the specimens after bending fatigue test under the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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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찰되었다. 이는 85oC/85% 조건에서 기계적 변형 시

Cu의 산화 현상이 매우 활발히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5(c)는 고온 고습 피로 실험 이후 Al, Ag, Cu 시

편의 실물 사진이다. Al은 처음 상태와 거의 같은 상태이

며, Ag은 crack이 발생한 부분에는 광택을 잃어버렸지만

그 외의 구간에서는 초반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었다. Cu

는 전 구간에서 부식 및 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금속

재료에 부식 환경과 인장 응력 두 가지 인자가 혼합되서

인가될 경우 응력 부식(stress corrosion)이라는 현상이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리 합금에 부식과 응력이

동시에 가해질 경우, 부식에 의해 입계에 조그만 균열이

형성되고, 응력에 수직한 방향으로 균열들이 전파되면서

결국에는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Si 위에

증착된 Cu 박막을 고온/고습 환경(80oC/80%)에 15분간

방치한 후, beam bending 방식을 이용해 피로 실험을 진

행한 결과 피로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6) 본 연구에서도 Cu 전극의 경우 부식과 반복 응력이

동시에 가해졌을 경우 급격한 전기저항 증가와 심각한 부

식 손상이 Fig. 5(c)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념해야 할 점은, Cu 전극에 고온/고습 조건만 가해졌을

경우 부식에 의한 신뢰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온

/일반 습도 조건에서 기계적 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Al, Ag와 같은 다른 금속 전극들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

냈다. 하지만, 고온/고습 조건에서 반복 기계적 변형이 가

해질 경우 매우 심각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책과 해결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금속 박막의 종류에 따라 온도와 습도가 신뢰성에 미

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Cu와 같이 부식이

잘 일어나는 금속 전극은 온도/습도가 복합적으로 발생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습도가 온도에 비해 신뢰성에 매

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Al과 같이 자연 산

화막에 의해 부식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 금속 전극의

경우, 습도보다는 온도가 신뢰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

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유연 전자 소자용 금속 전극의 기계적 변형과 환경적

조건에 따른 장기 신뢰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Al,

Ag, Cu 세 가지 금속 전극을 진공 증착하여 상온/일반습

도 조건과 85oC/85% 두 가지 환경조건에서 기계적 변경

이 없는 평평한 상태와 반복적인 기계적 변형을 받는 피

로 실험, 총 네 가지 조건을 실험하였다. 시간에 따른 전

기저항 변화와 싸이클에 따른 전기저항 변화를 실시간으

로 관찰한 결과, 기계적 변형이 없는 평평한 상태에서는

(1) 상온/일반 습도 조건 및 (2) 고온/고습 조건 모두 10시

간 동안 세 종류의 시편 모두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았

으며 표면에 파괴도 관찰되지 않았다. (3) 상온/일반 습도

조건에서 반복적인 기계적 변형을 받는 경우에는 Al, Ag,

Cu 전극 모두 10만 싸이클 동안 피로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전기 저항이 400%~600% 정도 증가하였다. (4)

85oC/85%의 고온/고습 조건에서 피로 실험을 실시한 결

과 Al 전극과 Ag 전극은 일반 환경 조건에서의 피로 실

험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Cu 전극은 상온/일반습

도 조건의 피로 실험에 비해 고온/고습 조건 피로 실험의

전기 저항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Cu 전극에 고

온/고습 조건에서 부식 현상과 기계적 피로 파괴가 동시

에 발생하면서 전극의 열화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해석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고온/고습 조건에서 유연 전자

소자가 사용될 때 고신뢰성 금속 전극 소재를 설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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