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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유기절연체 최근 연구동향-2 

김윤호 

○ Stanford 대학의 Zhenan Bao 그룹에서는 경화가 가능한 Elastomer 기반의 

신축/유연가능한 유기절연 소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고분자 체인 중간에 금속 

염을 도입함으로써, 금속 염이 100% 연신을 해도 절연특성이 유지되고 자가치유가 될 

수 있는 신개념 신축성 절연체 소재 개발 원리임. 트랜지스터에 적용해본 결과 

소자특성이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유연 신축성 트랜지스터 제작이 가능하였음. 

 

 

○ Stanford 대학의 Zhenan Bao 그룹은 Stretchable 절연체 뿐만 아니라 Stretchable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stretchable OTFT 에 대한 우수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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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하지만 이 때 사용하는 유기절연체는 PDMS 나 SEBS 와 같은 상용화된 

elastomer 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기절연체로서의 성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유전율이 

낮고 두께도 두꺼워 정전용량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 결과 stretchable 의 

TFT 의 구동전압은 50V 이상의 매우 높은 구동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stretchable 절연체에 대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 Johns Hopkins 대학의 Katz 그룹은 자가치유 성질을 가지는 고분자 절연소재를 

보고하였음. PHPMA 와 PEI 를 blending 함으로써, 100 nF/cm2 이상의 capacitance 를 

가지는 고분자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PHPMA 의 ester group 과 PEI 의 amine group 간의 

강한 수소결합을 이용하여 자가치유형 소자제작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음. 

 

 

○ Penn. State Univ.의 Wang 그룹 역시 강력한 수소결합 기반의 자가치유형 고분자 

절연소재를 보고하였으며, BN Nasnosheet 와 복합화 함으로써, Microelectronics 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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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용 복합소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음[8] Diethylene triamin 과 di-, tri- fattic 

acid 를 혼합하여 자가치유가 가능한 초분자형태의 고분자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였음. 

그 결과 유전특성, 기계적특성, 방열특성이 모두 회복될 수 있는 복합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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