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ient EL에서 overshoot에 대한 새로운 해석

유기EL소자에서 전기장을 square형으로 걸어주고 전기장이 걸린 상태에서 발광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transient EL이다. 이러한 transient EL은 소자에서의 전자나 정공의 이동도

를 측정할 수 있고, 전자와 정공이 주입됨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소자에서 빛이 발광되는

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자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실험이라 볼 수 있

다. 이러한 transient EL spectrum을 측정하는데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overshoot이다.

Square형의 파를 가한 다음 전기장이 끊어진 상태에서 발광이 되는데, 발광의 강도가 전기

장을 가해주었을 경우보다더 강한 경우를 overshoot이라고 한다.

왜 이러한 overshoot이 발생되는 것일까?

overshoot은 전기장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환원된 분자와 산화된 분자들에서 발생

되는 전자와 정공의 흐름으로 생성된 것이다. 전자의 정공의 흐름으로 인하여 생성된

exciton들이 전기장이 걸린 상태보다 과도하게 생성되어서 발광이 많이 되는 것이다.

왜 전기장이 걸린 상태보다 발광이 많이 되는 것일까?

발광이 양이 많은 것은 두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한가지는 생성된 exciton의 양이 많아진 경우와 다른 한가지는 생성된 exciton의 quenching

process가 줄어들든 경우이다. 이 둘 모두가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citon의 생성된 양이 증가되었다면 exciton의 생성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전기장이 끊어진 다음에 delay time이 존재하고, overshoot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물

론 quenching process가 전하의 이동등 물질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delay time이 존재

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exciton의 양이 많아 진다면 그 원인은?

exciton이 생성되는 mechanism은 전자와 정공이 한 물질에 이동되면서 생성되는 것이다.

전도성 고분자의 경우 전자와 정공의 이동에 의하여 생성된 exciton 내에서 전하의

migration이 쉽기 때문에 exciton의 emission 또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단분자의 경우에는

한 분자에 전하의 이동이 집중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같은 overshoot이 잘 보이지 않

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최근 우리 실험실에서 단분자를 이용한 다층구조에서 overshoot이 발견되었다. 또한

overshoot이 나오는 파장대가 PL의 파장보다 red-shift 되어있었다. 즉 전기장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420nm에서 나오는 빛이 전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460nm에서 peak의 크기가 가

장 크게된 것이다. 이는 전기장이 없어진 다음에 새로운 state가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 새

로운 state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단분자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발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고, 이는 전하를 갖고 있는 분자들이 migration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다. migration에 필요

한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delay시간이 존재한다.

전기장 하에서 전하의 이동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생성되기 어려워 생성되는 양이 적었으나,



전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온의 lifetime이 길어지면서 생성되는 양이 증가하여 overshoot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