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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본 연구실은 유기전기발광소자에 대한 연구로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교

에 있는 11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이 분야의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기 전

기 발광 소자에 대한 연구가 학계 연구소 및 기업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

고 있고, 일본에서는 소자가 시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공학의 전통적인 분야

는 아니지만, 화학공학의 힘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본

연구센터에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유기전기발광소자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며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액정

소자에 관한 연구와 연계하여 표시 소자에 대한 화학공학 전반에서의 참여를 기대

하면서 최근 연구 동향을 수시로 web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목적

본 사업의 긍극적인 목적은 유기전기 발광소자와 같이 화학공학의 힘이 필요로 하

는 분야에 많은 화학 공학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하여 유기 전기 발광소자 와 표시소자 분야의 새로운 동향을 정리하여 여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쉽게 정리하여 web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연구내용

1) 유기 전기 발광소자의 발광 mechanism에 관한 연구동향

유기전기 발광소자의 경우 발광 mechanism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

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분자와 단분자의 경우에 발광

mechanism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단분자의 경우에 생성되는 exiton 또는 electroplex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과정들을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발광 mechanism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사항들과 최신 연구동향도 정리하여 새로 시

작하는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다.



2) 소자의 구성요소와 계면

소자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놓을 예정이고 이에 관계되는 문헌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계면 문제와 전자 및 정공의 이동은 화학공학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문

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3) 최신 연구동향

최근 국내외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동향을 올려놓을 것이며, 특히 본교에서 유기 전

기발광 소자에 대하여 일년에 많은 연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도 자료

를 수집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계획

1) 매달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web site에 올려놓을 것입니

다.

2) 유기 전기 발광소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입니다.

3) 본 연구실의 home page와 연결을 해 놓고, BK21사업과도 연결을 해 놓아서 유

기적인 자료 수집의 기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