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금속이라는 물질은 철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인류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료이다.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두꺼운 소재의 

경우 도량, 항만, 건설 및 토목,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

으며, 주로 금속이라고 하면 이러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

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1mm 두께 이하의 매우 얇은 소

재도 양산이나 가공이 가능하며, 이 소재의 적용 가능성

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검토중이다. 대표적인 적용 분

야로는 금속이 기판으로 사용되면서 이 위에 전자소자가 

구현되어 플렉서블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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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폴리이미드가 기판으로 사용되어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가 구현된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굽힘이 가능한 기판위에 다양한 전자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굽힘성

이 우수한 127μm 두께의 얇은 스테인리스 금속 기판을 이용하여 먼저 크롬을 코팅하고 알루미늄을 형성한 샘플과 알루

미늄 구현 후 크롬을 증착한 2가지 샘플을 급속 열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150도, 350도, 550도의 온도에서 각각 20분간 

어닐링을 진행하여 표면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고분해능 SEM과 nm까지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는 AFM을 이용하여 표면

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350도까지는 열처리하지 않은 샘플과 차이가 없지만, 550도에서는 결정립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향후 본 실험 결과는 플렉서블 광전자분야로의 적용을 위해 전기전도도, 반사도와 같은 특성 분석 및 광소자 

제작을 통해 금속 소재의 플렉서블 전자소자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주제어 : 금속 기판, 크롬, 알루미늄, 열처리, 플렉서블 전자소자

Abstract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manufacturing various electronic devices on a bendable 

substrate. In this paper, we observed a surface morphology by annealing for 20 minutes at temperatures 

of 150 oC, 350 oC, and 550 oC, respectively, with samples coated by chromium and aluminum. Data on 

surfaces are investigated using high-resolution SEM and AFM that can measure roughness up to nm. 

There is no difference from the sample without heat treatment up to 350 oC, but the change of crystal 

grains can be observed at 550 oC. In the future, for application to the flexible optoelectronic field, 

addi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electrical conductivity and reflectivity will be analyzed and optical 

devices will be manufactured. In conclusion, we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metal materials 

to flexible 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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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 Flexible substrates: (a) Polyimide film and 

(b) Ultra thin glass (Source: Samsung Display)

현재 플렉서블 전자소자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

로는 Table 1에 요약하였듯이, 폴리이미드와 얇은 

(Thin) 글라스가 있으며, 특히 고온용 폴리이미드는 플

렉서블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삼성에서 출시되는 갤럭

시 폴드나 플립이라고 알려진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5-7]. 고온용으로 양산되는 폴리이미드는 용액이

나 필름형태로 제작되며, 수십 ㎛두께로 얇아서 필름 

소재는 roll-to-roll 공정이 개발되지 않는 한 0.3mm

에서 0.5mm정도 두께의 글라스가 기반이 되는 현재 

양산 공정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용액 공정을 

이용하여 습식 코팅 방법인 슬롯다이(Slot Die) 공법으

로 글라스에 형성시킨 후  디스플레이를 제작한다. 하

지만, 비정질 실리콘(Amorphous Silicon)을 폴리실리

콘(Polycrystalline Silicon)으로 막 상태를 변하게 하

는 레이저 조사를 위해서는 비정질 막의 수소를 제거하

기 위해 탈수소(De-hydrogenation)라 불리는 열처리

를 4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진행해야 한다 [8]. 따라서, 

고온에서 견디는 Fig. 1(a)에서와 같이 노란색깔을 나타

내는 필름이 만들어진다. 이 소재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

에 위로 빛이 나가는 형태(Top Emission Type)로 제

작되는 10인치 이하의 작은 소형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ide)에는 응용이 가능하나 대면적

에 균일한 전압을 공급하기에는 이러한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기판으로 빛이 투과되는 대형 AMOLED 

(Active Matrix) OLED에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온에서 견디는 투명한 고분자물질을 개발하

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2].

100μm이하의 얇은 글라스도 플렉서블 기기로의 연

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글라스라는 소재의 한계로 인해 

굽힘성(Bending Property)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

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휘는 특성에 견디는 폴더블 유

리, 즉 UTG (Ultra Thin Glass)으로 명명된 기판을 개

발(Fig. 1(b))하여 스마트폰 공정으로의 평가를 진행하

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제품화까지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

단된다. 그 근거로는 폴리이미드 기판을 이용한 스마트

폰도 상용화를 하기 위하여 개발부터 제품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s used as flexible 

substrates

                Substrate

Properties 

Ultra thin 

glass
Polyimide Steel

Roll-to-Roll processing △ ○ ○

Manufacturing cost X △ ◎

Flexibility △ ◎ ○

Chemical resistance ◎ ○ ○

Transparency ◎ △ X

Thermal stability ○ X △

Weather resistance ◎ ○ △

Surface uniformity ◎ ○ X

금속 소재는 제조 단가가 낮고 bending이 가능하지

만, 표면의 거칠기가 크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용 박막

트랜지스터와 같이 거칠기가 낮은 기판을 요구하는 소

자를 제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태양전지나 LED

와 같이 빛을 흡수하거나 발생시키는 소자에는 적합하

다. 그 이유는  표면에서의 난반사에 의해 빛의 경로를 

길어지게 하면 소자의 주요 물질인 반도체에 머무는 시

간을 늘어나기 때문에 양자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스테인리스(STS: Stainless Steel)를 이용하여 비정질 

실리콘 기반의 태양 전지는 미국기업인 Unisolar에 의

해 이미 상용화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폴리이미

드, UTG를 대신하여 차세대 소자의 기판으로 사용되

기 위해서는 절연층이나 금속 박막의 코팅을 통한 다양

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TS에 크롬(Cr)과 알루미늄(Al)을 

dual 스퍼터 장치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증착하고, 이

후 어닐링(Annealing) 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온도에 

따른 열처리를 함으로써 표면 형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융합 기술을 통해 원하는 

특성을 가진 합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크롬은 접착

성이 우수하고, 알루미늄은 반사도 및 전도도 특성이 뛰

어나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박막들의 표면 상태는 30만배 이상의 배율로 확대할 수 

있는 초고배율 SEM (Scanning Elelectron Microscopy, 

Nova NanoSEM 450)으로 이미지를 보았으며, 수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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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높낮이를 관찰할 수 있는 AFM (Atomic Force 

Microscopy, Park Systems XE-100) 장비를 이용하였

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본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a)

  (c)                       (d)

Fig. 2. Flexible substrates: (a) Ultra-thin glass, (b) 

Metal foil, and (c) Plastic film.

2. 본론

2.1 실험 방법

먼저, 포스코(POSCO)에서 양산중인 Fig. 2(a)에서

와 같이 127μm 두께의 STS 기판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

유는 Unisolar에서 태양전지 생산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metal의 표면 거칠기(Root Mean Square Surface 

Roughness)가 수 μm인 다른 제품보다 Fig. 2(b)의 SEM 이

미지와 AFM 측정 결과의 (c)에서와 같이 그 값이 11.4nm로 

매우 작기 때문이며, 옆으로 길게 이어진 선들은 steel을 생

산할 때 한 방향으로 이동함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Fig. 3. Process flow diagram.

이후 Fig. 3에서의 공정 순서도에서와 같이 steel 기

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유기 용매와 같은 물질이 

표면에 남아있게 되면, 위에 형성되는 재료와의 접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박막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결론적으로 원하는 특성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

로, 이러한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반응 이온 

식각 장비(RIE: Reactive Ion Etching, IPS RIE2200)

로 산소플라즈마를 발생시켰고, 유기물은 플라즈마와의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통해 사라진다. 공정 조건은 

10-3Torr, 250W 파워로 상온에서 1분 30초 동안 수행

하였다. Fig. 4(a)의 접촉각 측정기를 이용하여 산소플

라즈마 처리 전후 steel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처리 전은 74도의 각도(Fig. 4(b))를 나타내어 유기물

에 의한 소수성 표면이지만, 처리 후는 Fig. 4(c)에서와 

같이 매우 작은 값으로 측정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기물이 제거되어 메탈 표면이 완벽한 친수성

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b)                   (c)

Fig. 4. (a) Contact angle measuring system. 

Measurement of the contact angle (b) 

before and (c) after oxygen plasma 

treatment using RIE.

다음으로 Fig. 5에서와 같이 한 번에 서로 다른 금속 

박막을 증착할 수 있는 듀얼 스퍼터(Dual Sputter, 

HANVAC HVS-450)를 이용하여 한 샘플에는 100nm 

두께의 Cr과 Al 막을, 다른 기판에는 같은 두께의 Al과 

Cr을 순서를 달리하여 형성시켰다. Al 증착시 챔버 내

부 압력은 5 × 10-3Torr, 챔버안에 공급되는 아르곤

(Ar: Argon) 유량은 10 sccm으로 유지되었다.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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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준 온도 및 압력에서 분당 세제곱 센티미터를 나

타낸다. 상부 전극에는 1000W의 전력이 공급되고 하

부 전극은 접지된다. Al target과 기판 사이의 거리는 

20cm이며, 기판은 균일한 금속막의 코팅을 위해 

5rpm으로 회전시켰다. 이러한 조건에서 박막의 증착

률은 0.45nm/s이다. 크롬은 직경 6인치 타겟이 기판

과 30도 기울어져 있으며, 상압에서 10-6Torr까지 챔

버 진공을 떨어뜨린 후 아르곤을 30sccm 공급하여 플

라즈마를 형성시켜 공정을 진행하면, 내부 진공도는 1 

× 10-3Torr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Cr의 

증착 속도는 0.17nm/s이다. 원하는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급속 열처리 방법을 적용한 RTA (Rapid 

Thermal Annealing, SNTEK RTP 5000) 기술을 이

용하여 150도, 350도, 550도 온도에서 20분간 처리하

였다. RTA의 가열 속도는 8.5도/초로 설정되었으며 온

도의 정확도는 2도 이내이며, 6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는 심하게 휘는 기판의 변형이 발생하여 공정이 불가능

하였기 때문에 최대 공정 온도를 550도로 제한하였다.  

Fig. 5. Dual sputtering equipment.

(a)                 (b)

  (c)                   (d)

(e)                  (f)

Fig. 6. Sample surface images ((a) and (b)), SEM 

((c) and (d)), and AFM ((e) and (f)) results  

before heat treatment of Cr/Al/STS and 

Al/Cr/STS structures.

2.2 증착된 박막 구조의 표면 특성

Fig. 6에서 (a)는 Cr/Al/STS 구조, (b)는 

Al/Cr/STS 열처리하기 전 샘플 표면의 카메라 이미지

이며, 색깔로는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SEM 

장비를 이용하여 결정립(grain)의 크기를 (c)와 (d)에서 

관찰하였으며, 이 결과들도 비슷한 형상을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AFM을 이용한 표면의 거칠기 결과를 (e)와 

(f)에 보였다. Fig. 6(e)에서 Cr/Al/STS 구조의 거칠기 

값은 53.8nm, Fig. 6(f) Al/Cr/STS는 45nm로 알루미

늄 증착 후 크롬을 코팅했을 때 거칠기 값이 9nm 정도 

증가하였다. 거칠기 값을 제외한 크롬과 알루미늄의 증

착 순서에 의한 영향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열처리 전 

샘플의 표면 특성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a)

와 (b) 처럼 색깔이 동일한 이유는 빛의 반사와 관련된 

결정립 형상에 의한 것이다. 

(a)                 (b)

(c)                 (d)

Fig. 7. Images of Cr/Al/STS samples heat-treated 

at (a) 350 ℃ and (b) 550 ℃, and Al/Cr/STS 

structures at (c) 350 ℃ and (d) 550 ℃.



금속 기판위에 Cr과 Al 증착 및 열처리 융합 기술에 의한 표면 형상 변화 171

350도, 550도에서 열처리한 샘플의 사진 이미지를 

Fig. 7에 보였다. 150도의 경우 어닐링을 하기 전과 유

의차가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a), (c)는 Cr/Al/STS 

샘플을 온도별로 공정을 진행한 것이며, (b), (d)는 

Al/Cr/STS를 나타낸다. 350도까지는 큰 변화를 나타

내지 않지만, 550도에서는 두 샘플 구조에서 색깔이 확

연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정립 및 거칠기의 

변화를 의미하며, Al/Cr/STS 구조에서 색깔이 가장 어

둡게 나타났다. 

결정립을 Fig. 8에 보였으며, 이미지(Fig. 7)에서와 

같이 550도에서 특이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온

도가 올라갈수록 다결정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은 인

접한 결정립들과의 결합을 통해 보다 크기가 커지게 되

며, 본 물질들에서도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16]. 특히 valley 영역이 결합에 의하여 메꾸어지

게 되어 peak와의 높이차가 줄어든다. 이를 검증하고

자 거칠기를 측정하였고, Fig. 9(a)의 Cr/Al/STS는 

58.9nm, (b)의 Al/Cr/STS의 경우 54.2nm로 측정되

었다. Fig. 7에서의 이미지에서 350도와 550도는 색깔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거칠기는 열처리 전 샘플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결정립의 증가로 표면 조도는 증가를 해야 하지만, Fig. 

8(c)와 (d)에서처럼 peak와 valley의 차이가 줄어들어 

조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a)                      (b)

(c)                      (d)

Fig. 8. SEM results of Cr/Al/STS samples heat- 

treated at (a) 350 ℃ and (b) 550 ℃, and Al/ 

Cr/STS structures at (c) 350 ℃ and (d) 550 ℃.

(a)                  (b)

Fig. 9. AFM results of (a) Cr/Al/STS and (b) Al/ 

Cr/STS structures annealed at 550 degrees.

3. 결론

플렉서블 전자소자를 위한 기판으로의 가능성을 위

해, 본 논문에서는 Cr과 Fe가 주성분인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상에 크롬과 알루미늄을 연속 증착한 후, 급속 가열 

열처리를 통해 표면 형상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였다.

600도 이상에서는 기판의 변형이 발생하였기 때문

에 온도를 150도, 350도, 550도에서 20분간 어닐링을 

진행하였으며, 열처리된 샘플들은 SEM, AFM 기술을 

이용하여 표면 이미지와 거칠기를 분석하였다. 550도

에서 표면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증착과 열처리 

융합을 통해 다양한 표면 형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른 금속 화합물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의 방향

을 제시하는데 그 시사점이 있다.

향후 전기전도도, 광특성, 굽힘성 측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AZO (Aluniminum Doped Zinc Oxide) 반도체 물

질을 이용한 광센서를 제작하여 광전자소자로의 응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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