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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용액공정을 기반으로 제작하는 전자소자는 기

존의 전자소자 제조에 비해 경제적인 매우 혁신적

인 기술이다[1-8]. 그러나 전자소자의 제조는 전극

층, 전하수송층, 절연층과 같은 패턴화 된 전자재

료의 적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 용액공정을 이

용한 전자소자의 제작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각각의 전자재료를 개별적으로 패터닝하고 
적층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8-10], 이러한 용액공정을 통한 전자소자의 제작

저자 (E-mail: jhcho94@yonsei.ac.kr)

은 매우 복잡한 공정을 거치며 그에 따라 경제적이

지 못하다. 또한, 전자소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후

속 층을 적층할 때 하부층이 화학 물질에 노출되

면서 하부층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되는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은 매우 복잡한 공정 단계를 거치며 포토레지

스트(photoresist), 현상액(developer), 및 에천트(et- 
chant)와 같은 다양한 화학 물질에 소자를 노출시

키게 되며[7,8,12], 잉크젯 프린팅 및 나노 임프린

팅 공정 또한 같은 문제점에 봉착하였다[13-18]. 따
라서 용액 처리 가능한 전자재료에 광 가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

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광 가교 공정은 254 nm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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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용액공정을 통해 유기 전자소자를 대면적으로 제조하는 것은 다양한 장치 구성 요소(반도체, 절연체, 도체)의
패터닝 및 적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광 가교 기능기를 가지는 3차원 사면체

가교제인 (2,2-bis(((4-azido-2,3,5,6-tetrafluorobenzoyl)oxy)methyl)propane-1,3-diyl bis(4-azido-2,3,5,6-tetrafluoroben- 
zoate) (4Bx)를 활용하여 용액공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자재료 박막을 고해상도로 패터닝 및 적층하는 기술을 개발

하고, 이를 사용하여 고분자 박막 트랜지스터(PTFTs) 및 논리회로 어레이 제작을 진행하였다. 4Bx는 다양한 용액공정

이 가능한 전자재료와 용매에 쉽게 혼합될 수 있으며, 자외선(UV)에 의해 가교제가 광 활성화되어 전자재료와 가교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4Bx는 기존의 2개의 광 가교 기능기를 갖는 가교제에 비해 높은 가교 효율로 인해 적은 양을

첨가하여도 완전하게 가교된 전자재료 박막을 형성할 수 있어 전자재료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 수 있다. 더욱이,
가교된 전자재료 박막은 화학적 내구성이 향상되어 고해상도 미세 패터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액공정을 통해

전자소자를 구성하는 전자재료의 적층이 가능하다. 4Bx의 광 가교 방법은 전용액공정을 통한 전자소자의 제작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Keywords: crosslinker, photopatterning, polymer thin-film transistor (PTFTs), logic circuit, all-solution-processed 
electronics, flexible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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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UV를 선택적으로 조사하여 전자재료의 패터

닝이 가능하게 되며, 향상된 화학적 및 열적 내구

성으로 인하여 각 전자재료 층을 적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아지드(azide)와 같은 광 가
교제가 개발되었으며 [19-21], 가교된 전자재료층을 
이용한 전자소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22-29]. 
그러나 광 가교 공정을 연속적으로 적용한 다양한 

전자재료의 패터닝 및 적층은 연구가 아직 진행되

지 않았다. 이는 가교제의 아지드 분자 당 가교 효

율이 36%[30]로 매우 낮아 호스트 전자재료 층의 

완전한 가교 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량의 가교제 첨가는 호스트 

전자재료로 제작된 박막의 형태학적 변화를 발생

시키고, 전기 및 광학적 특성을 저하시킨다. 따라

서 전자재료의 패터닝 및 적층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높은 가교효율을 가지며 다양한 용액 처리가 

가능한 광 가교제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가교효율을 가진 4Bx를 사

용하여 용액공정이 가능한 반도체, 게이트 절연체, 
전도체의 박막 패터닝 및 적층 기술에 관하여 설

명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PTFTs 및 논

리회로 어레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4Bx로 지칭한 

가교제는 4개의 광 가교 기능기를 갖는 3차원 사면

체 구조를 형성하며, 각 광 가교 기능기는 가교제의 
네 모서리에 위치한다. 4Bx는 고분자 반도체, 고
분자 절연체, 심지어 유기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전

도성 금속 나노 입자를 포함하여 C-H 결합을 함

유한 다양한 용액 처리 가능한 전자재료에 보편적

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4Bx는 기존에 2개
의 광 가교 모이어티를 함유한 2Bx에 비하여 높은 

가교효율을 가져, 적은 양의 첨가가 가능하기 때

문에 가교된 전자재료의 전기적 및 광학적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 높은 가교효율의 가교제를 이용

하여 제작된 고분자 박막을 기반으로 하는 트랜지

스터는 가교제 없이 제작된 고분자 박막 트랜지스

터와 비교하여 동등한 전기적 성능과 더불어 향상

된 안정성을 나타냈고, 이러한 PTFTs 어레이를 기

반으로 하는 NOT, NAND, 및 NOR 논리회로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시연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논문은 전 용액공정 전자소자에 관한 효과적인 연

구방향을 제시한다.

2. 가교제를 이용한 전용액공정 광 패터닝

2.1. 4Bx를 이용한 전용액공정 PTFTs 및 논리

회로 패턴제작

Figure 1a는 플라스틱 기판에 광 가교 공정을 통

해 제작한 PTFTs 및 논리 회로의 개략도와 제작된 
전자소자의 사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자재

료의 화학구조는 Figure 1b에 도시하였다. 소스/드
레인/게이트 전극으로 실버 나노 입자(AgNPs)을 사

용하였고, 반도체 채널은 p형 반도체 poly((E)-2,5- 
bis(2-decyltetradecyl)-3-(thiophen-2-yl)-6-(5’-(2- 
(thiophen-2-yl)vinyl)-[2,2’-bithiophen]-5-yl)pyrrolo 
[3,4-c]pyrrole-1,4(2H,5H)-dione) (P(DPP2DT-TVT)) 
및 n형 반도체 poly(4-([2,2’-biselenophen]-5-yl)- 
2,7-bis(3-octyltridecyl)benzo[lmn][3,8]phenanthro-
line-1,3,6,8(2H,7H)-tetraone) (P(NDI3OT-Se2))가 

사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게이트 절연체는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를 사용해 PTFT를 

제작하였다. 전자소자를 구성하는 전자재료 층 각

각은 해당 전자재료와 가교제인 4Bx의 혼합 용액

을 사용하여 광 가교 되었다. Figure 1c는 4Bx 광 

가교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탑 게이트 바텀 컨택 

구조의 p형 및 n형 PTFT의 제작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polyethylene naphthalate (PEN) 기판을 

acetone, isopropyl alcohol, 물 순으로 10분씩 초음

파 세척기로 세척하였다. AgNPs가 분산되어 있는 

용액 50 mg, 4Bx (5 wt%) 및 무수 클로로포름(CF) 
1 mL을 상온에서 교반하여 혼합 용액을 제조하였

다. 아르곤 환경의 글러브 박스 내에서, 상기 혼합 

용액을 PEN 기판 상에 스핀 코팅하여 박막을 제조

하였다. 제작된 박막위에 포토마스크를 배치하고, 
UV (파장: 254 nm, 파워: 1000 W cm-2)에 30초간 

노출시켜 박막을 가교시켰다. 이후, 스핀코터를 이

용하여 스핀 상태에서 CF으로 가교되지 않은 부분

을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기판을 150 ℃의 진공 오

븐에서 8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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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AgNPs 전극의 두께는 약 72 nm이고, 소스/드레

인 전극의 채널 길이와 넓이의 각각은 100 및 800 
µm이다. 다음으로, 5 mg의 고분자 반도체 물질, 1 
wt%의 4Bx를 1 mL의 CF에 첨가하고 상온에서 교

반하여 혼합용액을 제조하였다. 전극이 패턴된 기
판 상에 상기 혼합용액을 스핀 코팅하여 박막을 제

조하였다. 상기 박막 위에 포토마스크를 배치하고, 
UV에 30초간 노출시켜 박막을 가교시켰다. 이후, 

스핀코터를 이용하여 박막을 형성시킨 상태에서 

CF으로 가교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였다. 상기 기

판을 아르곤 환경의 글러브박스에서 4시간 동안 보

관하여, 잔존하는 용매를 제거하였다. 이때, 논리 

전자 소자 경우, p형 고분자 반도체 패터닝 공정 

후에, n형 고분자 반도체 물질 또한 p형 고분자 반

도체 패터닝 공정과 같은 조건으로 패턴을 형성하

였고, 아르곤 환경의 글러브박스에서 4시간 동안 

*출처: Nat. Commun., 11, 1520 (2020).

Figure 1. 전용액공정 및 광 가교 공정 기반 PTFTs 및 논리 회로 a: 반도체 채널, 게이트 유전체 및 전극 재료를 패턴화 하여 

플라스틱 기판에 제작된 광 가교 PTFTs 및 논리 회로의 개략도 및 사진 이미지. b: 본 연구에 사용한 전자 재료의 화학 

구조. c: 4Bx를 사용하여 가교된 p형 및 n형 PTFT의 제조 단계에 대한 개략도. d: PTFT에 대한 전자재료층에 단계별 패터

닝 단계 후 O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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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여 잔존하는 용매를 제거하였다. 이후, 
PMMA 70 mg 및 4Bx 3.5 mg을 n-부틸아세테이

트 1 mL에 용해시킨 용액을 스핀 코팅하여 박막

을 제조하고, UV에 30초간 노출시켜 가교하였다. 
80 ℃의 진공 오븐에서 6시간 동안 건조된 고분자 

절연 층의 두께는 482 nm이다. 상기 고분자 절연 

층 위에 앞선 AgNPs 소스/드레인 전극의 제조방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게이트 전극 박막을 제조하

고 광 가교시켜, 완전 광 가교를 통한 PTFTs 및 

논리 회로를 제작하였다. Figure 1d는 각 패터닝 

과정 후 패턴된 PTFTs 소자 층의 광학 현미경

(OM) 이미지이다. 본 연구에서 모든 전자재료 박

막이 광 가교를 통해 화학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스핀 코팅과 세척을 위해 사용된 용매가 가교된 

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전자재

료의 성능저하가 없이 다층으로 적층하고 패터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 4Bx를 이용한 전자재료 박막의 광 가교 

원리

Figure 2a와 b는 4Bx에 의해 광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의 화학반응을 도식화한 것이다. 4Bx

*출처: Nat. Commun., 11, 1520 (2020).

Figure 2. 가교된 P(DPP2DT-TVT)의 구조적 특성. a: 4Bx에 의해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의 개략도. b: 가교반응에 관한 주요 

화학 반응 개략도. c: 가교 전후의 P(DPP2DT-TVT) 박막의 FTIR 스펙트럼. d: 가교된 P(DPP2DT-TVT) 박막의 TOF-SIMS 
스펙트럼. e: 서로 다른 함량의 가교제로 가교된 P(DPP2DT-TVT) 및 P(NDI3OT-Se2)의 박막 유지 특성. f: 4Bx의 다양한 

함량을 사용하여 가교된 P(DPP2DT-TVT) 박막에 대한 2D GIXD 패턴. g: out-of-plane 방향을 따라 P(DPP2DT-TVT) 박막

에 대한 2D GIXD 프로파일(inset 프로파일은 (200) 피크 근처의 확대그래프). h: 4Bx의 다양한 함량을 사용하여 가교된 

P(DPP2DT-TVT) FWHM 및 coherence length (LC) 요약. i: 4Bx의 다양한 함량을 사용하여 가교된 일련의 P(DPP2DT-TVT) 
박막의 응력-변형 곡선 및 j: 인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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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 모서리에 각각 4개의 광 가교 아지드 기능기

를 포함하는 3차원 사면체 구조를 가지는데, 4Bx
를 포함하는 고분자 반도체 박막이 254 nm 파장

의 UV에 노출되면 4Bx 아지드 그룹이 광분해되

어, 불활성 질소 가스의 발생과 함께 반응성이 높

은 nitrene을 생성한다[25,27,30,31]. 고분자 반도

체와 4Bx 사이의 반응은 인접한 고분자 알킬 사슬 

내의 C-H 결합에 삽입 반응을 통해 결합을 형성

하고[35,38], 이는 3차원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생

성한다. 광 가교 공정은 알킬기(C-H 결합)를 함유

하는 전자재료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

인 유기 용매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 재료

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4Bx 분자는 

4개의 광 가교 기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아지드 분자가 C-H 삽입 반응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확률이 기존의 2개의 광 가교 기능기를 가진 가

교제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따라서 광 가교 공정의 
활용 시 기존의 가교제에 비하여 더 적은 광 가교

제 첨가로도 패터닝이 가능하다[25,27].

3. 가교제를 이용한 전자재료의 광 가교 및 

패턴 특성

3.1. 가교제의 함량에 따른 가교된 고분자 반

도체의 특성

4Bx의 광 가교 반응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4Bx와 P(DPP2DT-TVT) 반도체 혼합박막의 UV 
조사 전후를 Figure 2c와 같이 푸리에 변환 적외선

(FTIR) 분광법으로 확인하였다. 4Bx의 아지드 그

룹의 특징적인 피크(2125 cm-1)가 UV 조사 후 완

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교된 박막

의 균일한 가교 분포는 비행시간형 이차이온질량

분석기(TOF-SIMS)로 식별할 수 있다(Figure 2d). 
가교 상태의 아지드 분자는 -NH를 생성하며 고분

자 반도체 박막 전 영역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4Bx의 광 가교 효율은 고분자 반

도체 박막을 가교한 후 세척 과정에 의한 두께의 

감소를 측정하였다(Figure 2e). 당연하게도 더 높

은 함량의 4Bx로 제조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의 두

께는 유지되며, 4Bx로 제조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

은 1 wt%의 첨가만으로 박막이 유지되었다. 최소

한의 가교제의 첨가만으로 완전한 가교 상태를 형

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소량의 가

교제 사용은 호스트 전자재료의 특성의 변화를 억

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자재료의 구조적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4Bx의 첨가량을 

조절하여 준비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의 2D grazing 
incidence X-ray diffraction (2D GIXD) 분석을 수

행했다. Figure 2f는 4Bx의 첨가량에 따른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의 GIXD 패턴이며, Figure 2g
는 out-of-plane 방향에 따른 2D GIXD 프로파일

을 나타낸다. 높은 함량의 4Bx 첨가 시에도 피크의 
위치는 크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피크의 강도

는 현저하게 감소하며 피크의 확장이 관찰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전자 소자 제작 시에 첨가한 조

건(1 wt%)으로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은 가

교 하지 않은 박막과 구조 매개 변수가 거의 유사

함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4Bx로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의 변형-응력 관계를 관찰하여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각각의 함량으로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을 물에 띄워 인장 실험 수행

을 통해 확인되었다[32,33]. Figure 2i는 각각의 함

량으로 가교된 고분자 박막의 응력-변형 관계를 

보여준다. 4Bx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박막이 더

욱 부서지기 쉽고 탄성 계수가 증가하여 높은 함량

의 4Bx를 사용하여 가교된 고분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재료의 패턴 형성능력은 4Bx의 함량을 달

리하여 가교시킨 고분자 반도체 박막을 통해 확인

하였다. 광 가교 효율의 비교를 위하여 4Bx 뿐만 

아니라 2개의 광 가교 모이어티를 함유한 2Bx 또
한 평가하였다. Figure 3은 각기 다른 종류의 가교

제(4Bx 및 2Bx)의 함량 별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의 OM 이미지이다. 4Bx를 이용하여 가교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은 높은 가교효율 덕분에 1 
wt%의 첨가만으로 고해상도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2Bx는 7 wt%의 함량을 첨가하여

도 고해상도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충분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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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28]. 4Bx의 고해상도 패턴 형성능력은 Figure 
4a의 OM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 µm 
간격의 스트립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였다. 상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패턴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을 

atomic force microscope (AFM)를 이용하여 박막

을 분석하였다(Figure 4b). 대면적 공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 코팅 공정을 통해 가교된 박

막을 확인하였으며, 6인치 Si/SiO2 기판에서도 확

연히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증명하였고, OM 이미

지에서 볼 수 있듯이 패턴된 고분자 박막이 깔끔

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4c 및 d). 
이러한 결과는 광 가교 공정이 대면적 제조에 매

우 적합한 방식임을 시사한다.
가교제의 함량에 따른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박

*출처: Nat. Commun., 11, 1520 (2020).

Figure 3. 표시된 양의 가교제를 사용하여 광 패턴된 P(DPP2DT-TVT) 반도체 박막의 OM 이미지.

*출처: Nat. Commun., 11, 1520 (2020).

Figure 4. 4Bx를 사용하여 광 패터닝된 전자 재료의 특성 a: 간격이 10 µm인 광 패터닝된 P(DPP2DT-TVT) 박막의 OM 
이미지. b: 광 패턴된 P(DPP2DT-TVT) 박막의 AFM 이미지 및 두께 프로파일. c: P(DPP2DT-TVT) 패턴을 가진 6인치 

Si/SiO2 웨이퍼의 사진. d: c에 표시된 P(DPP2DT-TVT) 패턴의 OM이미지. e: 가교제의 함량에 따른 2가지의 가교제로 가교

된 P(DPP2DT-TVT)의 정공 이동도의 비교. f: 가교 유무에 따라 P(DPP2DT-TVT) PTFT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정공 

이동도의 비교. g: CF에 담그기 전후의 광 패턴 P(DPP2DT-TVT)를 기반으로 한 PTFT의 OM 이미지. h: 다양한 용매에 담근 

후에 광 패턴 P(DPP2DT-TVT)에 기반을 둔 PTFT의 정공 이동도. i: 광 패턴 PMMA 박막의 AFM 이미지 및 두께 프로파

일. j: 4Bx의 다양한 함량을 사용하여 가교된 PMMA 박막의 전류 밀도-전기장 비교. k: 광 패턴된 AgNP 박막의 AFM 이미

지 및 두께 프로파일. l: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 한 광 패턴된 Ag NP 박막의 전기 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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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전기적 특성 및 안정성은 고분자 반도체 박

막을 가교 하여 수행하였다. 4Bx 및 2Bx로 가교

된 P(DPP2DT-TVT) 반도체 채널에 대한 정공 이

동도 값을 가교제의 함량별로 측정하였다(Figure 
4e).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공 이동도

는 감소하며, 이는 가교제의 함량이 높을수록 고

분자 반도체 박막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전하 수

송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34]. 하지만 1 
wt%의 4Bx 첨가만으로 가교된 P(DPP2DT-TVT) 
반도체 박막은 가교 하지 않은 박막과 거의 동일

한 정공 이동도를 나타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 wt%의 4Bx를 첨가한 가교된 고분자 박막

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

로 설명 가능하다. 실제로 1wt%의 2Bx를 첨가하

여 가교된 P(DPP2DT-TVT) 반도체 박막의 정공 

이동도는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4Bx와 달

리 2Bx를 1 wt%만 첨가하면 패터닝 공정에 필수

적인 가교효율이 낮아 패턴된 박막의 형성이 어려

워서 2Bx의 경우 화학적으로 견고한 고분자 반도

체 박막을 형성하는 데 7wt% 이상의 첨가가 필요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공 이동도의 심각한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4Bx의 사용

이 가교 후에도 고분자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이 

변성되지 않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 광 가교된 PTFT의 안정성을 조사했다. 첫 

번째로, 외부 환경 상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소자

의 정공이동도를 관찰하여 PTFT의 안정성을 조사

했다. 가교된 PTFT의 정공 이동도는 가교 하지 않

은 PTFT에 비하여 정공 이동도가 잘 유지됨을 관

찰하였다(Figure 4f).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채널을 
기반으로 한 PTFT의 더 높은 안정성은 광 가교 

고분자 박막 내에서 강한 가교결합으로 인해 산소 

또는 물 분자의 확산이 가교하지 않은 고분자 박

막에 비하여 느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1 wt%
의 4Bx 첨가로 가교된 P(DPP2DT-TVT) PTFT의 

정공 이동도를 4개의 용매[CF, 클로로벤젠(CB), 아
세톤, 및 물]에 5분간 담근 후에 정공 이동도 및 패

턴 형상변화를 조사하였다. 광 가교된 P(DPP2DT- 
TVT) PTFT에 대한 OM 이미지에서는 뚜렷한 변

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Figure 4g), 정공 이동도

는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Figure 4h). 이러한 결과

는 광 가교 공정에서 화학 용매를 사용하여 고분자 
박막의 가교 되지 않은 영역을 제거하는 단계에서 

광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채널의 전기적 특성 및 

안정성이 보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 가교제의 함량에 따른 가교된 폴리머 게

이트 절연체의 특성

4Bx는 PTFT 소자에서 게이트 유전체 역할을 수

행하는 PMMA와 같은 폴리머 절연체를 가교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다양한 특성에 대하여 상기 언

급한 가교된 고분자 반도체 박막에 대한 특성과 

유사하게 가교제를 첨가하여도 절연체 특성의 변

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Figure 4i는 가교된 PMMA 
박막의 AFM 이미지이다. 이는 4Bx를 사용하여 광 
가교 시에 10 µm 이하의 매우 얇은 두께의 패턴

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5 wt% 이상의 4Bx를 

첨가하여 가교된 PMMA 박막은 0.1 MV cm-1의 

전기장에서 누설 전류가 크게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다(Figure 4j). 이 결과는 PMMA막을 통한 누설 

전류가 높은 수준의 가교를 통해 긴밀한 구조 결

합을 형성할 때 효과적으로 감소됨을 시사한다.

3.3. 가교제의 함량에 따른 가교된 전도체의 

특성

다른 유형의 전자재료인 고분자 반도체와 폴리

머 게이트 절연체와 마찬가지로 금속 나노 입자 또

한 4Bx를 사용하여 가교가 가능하다. AgNPs는 계

면 활성제로 둘러싸인 은(Ag)으로 구성되어 UV 조
사 시 가교 반응이 발생한다. 따라서 AgNP 박막 

또한 미세한 패턴이 가능하며, 5 wt%의 첨가만으

로 가교가 충분히 가능하다. 가교된 AgNP 박막을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150 ℃에서 
열처리된 AgNPs막에서 5,500 S cm-1의 높은 전도

도를 얻을 수 있다(Figure 4l). 이러한 전도도는 가

교된 AgNP 박막이 PTFT용 전극으로 사용될 만

큼 충분히 높으며, 열처리 온도는 유연소자 제작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낮다. 이를 통해 4Bx는 P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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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재료인 p형, n형 채널 층, 게이트 유전체 층 
및 전극을 모두 가교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4. 광 가교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PTFTs 및 

논리회로의 전기적 특성

4.1. PTFT의 전기적 특성

PTFTs를 구성하는 전자재료에 대하여 최적화

된 가교공정을 활용하여 Figure 1c에 설명된 순서

에 따라 PTFT 및 논리회로의 가교 및 패터닝이 

수행되었다. Figure 5a는 가교된 모든 전자재료, 
AgNPs 전극, P(DPP2DT-TVT) 반도체 채널, PMMA 
게이트 유전체(정전용량 = 5 nF cm-2)를 기반으로 

한 p형 PTFT의 출력 특성[드레인 전류(ID) 대 드

레인 전압(VD)]이다. 출력 곡선은 낮은 VD 영역에

서 선형 동작과 높은 VD 영역에서 포화 동작으로 

게이트 변조를 보여준다. Figure 5b는 -60 V로 고

정된 VD에서 p형 PTFT의 전달 특성(ID 대 VG)이

다. 제작된 36개의 가교된 P(DPP2DT-TVT) 기반 

PTFT의 전기적 특성을 Figure 5c에 요약하였다. 
평균 정공 이동도는 0.81 (± 0.18) cm2V-1s-1을 달

성하였으며, 모든 전자재료가 가교 및 패터닝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1.03 cm2V-1s-1의 높은 정공 이동

도를 달성하였다. 평균 점멸비는 1.6 (± 0.8) × 106

이며, 평균 임계전압은 -56 (± 4) V이다. n형 PTFT 
P(NDI3OT-Se) 반도체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기 

언급한 p형 PTFT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제작하였

다. P(NDI3OT-Se2) TFT의 출력 특성은 VG의 양

의 증가와 함께 ID의 증가를 보여주며 이는 전형

적인 n형 트랜지스터 출력 특성이다(Figure 5d). 
Figure 5e는 VD = +60 V에서 P(NDI3OT-Se2) TFT
의 대표적인 전달 특성이다. 제작된 36개의 가교된 
P(NDI3OT-Se2) 기반 PTFT의 전기적 특성이 

Figure 5f에 요약하였다. 0.15 (± 0.09) cm2V-1s-1의 

평균 전자 이동도, 26 (± 4) V의 임계전압, 점멸비

는 1.5 (± 0.9) × 105을 보인다.

*출처: Nat. Commun., 11, 1520 (2020).

Figure 5. 광 패턴된 PTFT의 전기적 특성. a: 1 wt%의 4Bx를 사용하여 가교된 P(DPP2DT-TVT) 기반 PTFT의 출력 및 

b: 전달 특성. c: 36개의 P(DPP2DT-TVT) 기반 PTFT의 정공 이동성(위), 임계 전압(중간) 및 온-오프 전류 비율(아래) 요약. 
d: 1 wt%의 4Bx를 사용하여 가교된 P(NDI3OT-Se2) 기반 PTFT의 출력 및 e: 전달 특성. f: 36개의 P(NDI3OT-Se2) 기반 

PTFT의 정공 이동성(위), 임계 전압(중간) 및 온-오프 전류 비율(아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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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TFT 기반 논리회로의 전기적 특성

앞서 최적화된 광 가교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p
형 및 n형 PTFT는 Figure 6에서 볼 수 있듯이 논

리회로의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Figure 6a는 제작

된 논리회로의 회로도 및 OM 이미지이다. 첫 번

째로, NOT 게이트는 p형과 n형 PTFT를 직렬로 연

결하여 제작된다. Figure 6b는 다양한 전압(VDD)을 

인가하였을 때, NOT 게이트의 전압 전달 특성이

다. 입력전압(VIN)이 논리 상태 “0” (VIN = 0 V)일 

때 출력 전압(VOUT)은 논리 상태 “1” (VOUT = VDD)
을 산출한다. 신호의 반전은 VIN의 양의 증가로 명

확하게 관찰되어 VOUT이 0 V로 감소한다(논리 상

태 “0”). NOT 게이트의 게인 값은 VDD = 60 V에

서 ~10을 나타낸다. Figure 6c는 VDD = 60 V에서 

얻은 출력 신호이며, VIN이 “0” 상태에서 “1” 상태

로 전환될 때 VOUT은 “1” 상태에서 “0” 상태로 전

환된다. NAND 및 NOR 게이트와 같은 더 복잡한 

논리 회로도 4개의 PTFT를 조립하여 제작이 가능

하다. NAND 게이트는 2개의 n형 PTFT를 직렬로 

연결하고 2개의 p형 PTFT를 병렬로 연결하여 제

작하며, NOR 게이트는 2개의 n형 PTFT를 병렬로 

연결하고 2 개의 p형 PTFT를 직렬로 연결하여 제

작한다. Figure 6d는 NAND 및 NOR 논리회로에 

입력 가능한 네 가지 입력 논리 조합이다[(0, 0), 
(1, 0), (0, 1) 및 (1, 1)]. 입력 전압 VA와 VB는 +60 
V의 일정한 VDD를 인가한다. NAND 게이트와 

NOR 게이트는 서로 다른 입력 신호 조합에서 서

로 다른 출력 전압을 나타낸다. NAND 게이트의 

경우 VOUT은 (1, 1) 논리 조합에 대해서만 논리 상

태 “0”이고 다른 세 논리 조합[(0, 0), (1, 0) 및 (0, 
1)]에 대해서는 논리 상태 “1”을 출력한다. 반면에 

NOR 게이트의 경우 VOUT은 (0, 0) 논리 조합에 대

해서만 논리 상태 “1”이고 다른 세 논리 조합에 대

해서는 논리 상태 “0”을 출력한다. 이러한 결과는 

*출처: Nat. Commun., 11, 1520 (2020).

Figure 6. 광 패턴된 논리 회로의 전기적 특성. a: 광 패턴된 p형 P(DPP2DT-TVT) 및 n형 P(NDI3OT-Se2) PTFT를 기반으로 

한 NOT, NAND 및 NOR 논리 회로의 OM 이미지 및 회로도. b: NOT 게이트의 전압 전달 곡선 및 게인 값. c: NOT 게이트

의 응답 특성. d: 네 가지 가능한 논리 조합: (0, 0), (1, 0), (0, 1) 및 (1, 1). e: d의 네 가지 논리 조합에 대한 NAND 및 

NOR 게이트의 출력 전압.



기획특집: COVID-19 이후의 공업화학 기술 II

34  공업화학 전망, 제23권 제6호, 2020

복잡한 회로 설계에도 요구되는 전용액공정 및 패

터닝 공정에 광 가교 기술이 적합한 후보임을 시

사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든 전자재료를 용액공정으로 

형성한 유기 전자 소자를 실현하기 위해, 높은 가

교 효율을 가진 4Bx를 기반으로 하는 광 가교 기

술을 제안하였다. 고분자 반도체, 폴리머 게이트 절

연체, 및 금속 나노 입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전

자 재료가 매우 적은 양의 4Bx를 사용하여 성공적

으로 광 가교되었다. 고분자 반도체는 고유의 결

정화도 및 전하 수송 특성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

는 1 wt%의 4Bx만을 첨가하여 성공적으로 가교

될 수 있으며, 전자소자를 구성하는 다른 전자재료 
층 또한 성공적으로 가교됨을 증명하였다. 또한 유

기 용매에 대한 가교된 전자재료층의 화학적 안정

성의 향상으로 인하여 고해상도의 패터닝 및 적층

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특성은 

유기 전자 소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전자재료 층의 

전용액공정, 다중 적층 및 패터닝이 가능하게 하

여 PTFT 어레이의 제작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NOT, NAND 및 NOR 논리회로 또한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시연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기술은 단일 

제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전용액공정을 통한 유

기 전자 장치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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