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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ports solution-processed, high-efficiency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s) fabricated by a knife coating method under ambient air
conditions. In addition, indium tin oxide (ITO), traditionally used as the anode,
was substituted by optimizing the conductivity enhancement treatment of
poly(3,4-ethylene dioxythiophene):poly(styrene sulfonate) (PEDOT:PSS) films
on a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substrate. The transmittance and sheet
resistance of the optimized PEDOT:PSS anode were 83.4% and 27.8 Ω/sq.,
respectively. The root mean square surface roughness of the PEDOT:PSS anode,
measured by atomic force microscopy, was only 2.95 nm. The optimized OLED
device showed a maximum current efficiency and maximum luminous density of
2
5.44 cd/A and 8,356 cd/m ,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OLEDs created using the
PEDOT:PSS anode possessed highly comparable characteristics to those created
using ITO anodes.

1. 서 론

재료 자체의 취성이 있어 유연한 소자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인듐이
라는 희귀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존재한
[2]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생생한 색채구현, 얇고 유연하며

다 .이에 따라 ITO를 대체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

가벼운 특성, 은은한 면발광 특성으로 인해 조명 및 디스플레이 산

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

업분야에 적용에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용액 공정

그래핀(graphene)[3], 금속나노와이어(metallic nano-wires)[4] 그

으로 제작되는 OLED는 저가이며, 간단한 공정, 롤 투 롤을 이용한

리고 전도성 고분자 등의 투명전극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왔다.

대량생산 가능성에 의해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1]. 그러나,

특히 이 중에서도 전도성 고분자인 poly(3,4-ethylenedioxy-

OLED의 양극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ITO(indium tin oxide)는

thiophene):poly(styrenesulfonate) (PEDOT:PSS)는 표면조도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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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고, 기계적 유연성이 뛰어나며 용액에 분산이 쉬워 용액공정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한 OLED의 ITO 대체재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단지 PEDOT:PSS 박막을 코팅한 것만으로는 전
도성이 ITO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는 1 S/cm 수준이며, 전극으로
의 활용도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PEDOT:PSS 수용액에 EG(ethylene glycol), DMSO(dimethyl
sulfoxide), ionic liquid, 또는 anionic surfactant 등의 유기화합
물을 소량 첨가하거나, 코팅 된 PEDOT:PSS 박막에 극성 유기화
합물, 복합 유기용제, 또는 플루오르화 화합물 등의 물질을 후처리
해주어, PEDOT:PSS의 전도성이 현격하게 증진하는 몇 가지 방법
들이 보고되었다[5-10]. 최근에는 PEDOT:PSS 박막을 황산으로 후
처리하여, 가장 높은 전기전도도 4380 S/cm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11]

ITO와 비교할만한 전도도이다 .
대면적 OLED 소자의 경우에 투명전극 층(양극)의 면 저항이 30
ohm/sq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기능적으로 균일
하며, 고성능의 소자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전도성 고분자
를 양극으로 활용하여 OLED를 제작한 타 연구들에서는 낮은 면
저항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스핀 코팅 공정을 통해 전도성
고분자 박막을 높게 쌓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공정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스핀 코팅은 용액의 소모율이 매우
큰 공정 방법이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고분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전도도를 갖는
황산 처리된 PEDOT:PSS를 양극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간단하
고 용액의 소모율이 없으며, 자유롭게 박막의 코팅 두께를 조절 할
수 있는 나이프 코팅 공정을 통해서 고성능의 양극을 제작하였고,
유연한 대면적 ITO-Free OLED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OLED 소자의 발광 성능과 기능적인 균일도를 측정해 보았
을 때, 황산 처리된 PEDOT:PSS를 양극으로 하는 소자와 ITO를
양극으로 하는 소자가 매우 흡사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본 론
2.1 대면적 유연 OLED 제작을 위한 나이프 코팅 공정 방법
나이프 코팅 공정 방법은 여러 가지 대면적 박막 코팅 방법 중에
서 가장 값싸고 간단하면서도, 롤 투 롤이라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에 적용이 쉬운 코팅 방법으로서 연구실 또는 산업에서도

Fig. 1 (a) Schematics of the knife coating process. (b) The image
of the knife coating system. (c) The knife coated PEDOT
anode on PET substrate. (d) The ITO-Free flexible OLEDs
on the PET substrate, size 50 mm × 60 mm

[12-15]

활용 가치가 높은 코팅 방법이다

. 나이프 코팅 방법의 원리는

Fig. 1(a)에서 볼 수 있듯이, 기판으로부터 일정 간격 δ만큼을 이격
시킨 후에, 나이프를 코팅방향으로 이송시켜주면, 대략 1/2*δ 두
께의 wet film이 기판에 코팅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나

를 이용해 정밀하게 기판과 나이프를 원하는 간격만큼 이격시킬

이프 코팅 장비는 Fig. 1(b)에 보인다. 1 um의 해상도를 갖는 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앞서 말한 정밀 이격 나이프 코팅 시스템을

이크로미터 헤드를 이용하고 플렉슈어 힌지, 그리고 지렛대 원리

이용하여 PET 기판위에 균일한 PEDOT 박막을 형성한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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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c)에서 볼 수 있다. 이때, PEDOT 투명전극의 투과도는 파
장 550 nm 기준으로 83.4%이며, 면 저항은 27.8 Ω/sq. 이다. 이
후에 연속적으로 정공주입층(PEDOT:PSS AI4083)과 발광
층(super yellow)과 전자주입층(ZnO nanoparticles & Ionic
liquid)을 나이프 코팅 법으로 박막을 형성하고 음극(aluminum)을
진공 증착하여 ITO-Free 대면적 유연 OLED 소자를 완성하고 발
광시킨 사진을 Fig. 1(d)에 보인다.

2.2 대면적 PEDOT 투명전극 특성 및 최적화
용액공정으로 제작되는 대면적 OLED 소자를 제작하고 최적화
하는데 있어서, 박막의 표면조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박막 두께
의 균일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박막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
다면 소자를 구동 시, 발광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결국은 소자의 기능적인 균일도가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
라, 전체적인 성능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또는 불안정하게 된다.
PEDOT 투명전극을 용액공정으로 제작함에 있어서 균일한 코

Fig. 2 Comparison of PEDOT:PSS coating stability by varying
amount of surfactants (Triton X-100). (a) 0 wt% (b) 0.025
wt% (c) 0.05 wt% (d) 0.1 wt% and coating uniformity
was evaluated by measuring sheet resistance of 12 points
on the substrate as shown in Fig. 2(a)

팅을 위한 계면활성제 첨가를 통한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PEDOT:PSS는 물에 분산되어 제공되며, 물은 표면장력(71.97
mN/m at 25°C)이 매우 높기 때문에 PET 기판에 대해 젖음성
(wetting property)이 좋지 않으며 코팅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

으로 PEDOT:PSS는 전도성 고분자인 PEDOT과 그것을 용액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판을 UV/Ozone 또는 Oxygen plasma

분산시켜주는 PSS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된다. 그러나 PSS는 절연

등의 세정공정을 통해서 기판 세척 및 젖음성 강화처리를 하지만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PEDOT:PSS 박막은

본 실험에서처럼 상대적으로 두꺼운 박막을 코팅하는 경우에는 기

전도성이 매우 낮다. 이때, 황산 처리를 하게되면, 전도성 고분자인

판과 용액의 젖음성보다 용액자체의 응집성에 의한 효과가 커지게

PEDOT:PSS에서 절연 역할을 하는 PSS를 70%이상 제거한다.

되어 기판 세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박막 균일도를 얻을

동시에 황산이 이온화되어 (HSO ⇔HSO  HSO  ), PEDOT

수 없었으며, 줄무늬 형태의 불균일한 박막이 형성되었다[16].
용액의 표면장력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

고분자 사슬에 화학 반응한다. 반응을 통하여 비정질(amorphous)

고 용액 자체의 물성에 변화를 거의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계면활성

상태의 PEDOT:PSS 사슬을 결정질(crystalline) 상태로 변화

제를 극소량 첨가해주는 방법이 있다.

시키게 되어, 높은 전기전도도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황산

최소한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코팅을 안정화 시키는 최적 조

과 PEDOT:PSS 박막의 두 가지의 반응으로 인해 PEDOT:PSS

건에 대해서 다음 Fig. 2(a)-(d)에서 볼 수 있다. 계면활성제 첨가

박막을 황산 처리할 경우 전도성이 급격하게 증진하는 효과가 생
긴다[11].

량은 각각 0 wt%, 0.025 wt%, 0.05 wt%, 0.1 wt% 조건에서 코
팅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점차 코팅의 안정성이 증진되다가 0.1

투명전극의 전기전도도는 투명전극의 두께에 따른다. 두꺼운 투

wt% 첨가 조건에서 우수한 박막 품질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명전극을 형성해줄수록 더 높은 전기전도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위해서, Four-point probe를 이용

반면에, 투과도는 투명전극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하여 시편의 각 12개의 서로 다른 지점의 면 저항을 측정하고 측정

감소하게 된다. 대면적 OLED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투

값의 표준편차/평균값을 통해서 박막 균일도를 퍼센트 단위로 하단

명전극의 두 가지 상충되는 요인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 표기하였다.

높은 전도도는 대면적에서 전자 및 정공 주입을 원활하게 하고, 높

균질한 박막을 얻어낸 후에, 투명전극으로의 활용을 위해

은 투과도는 OLED에 의해 생성된 빛이 외부로 추출되기 쉽게 한

PEDOT:PSS 박막의 황산 처리를 면 저항과 투과도의 관점에서

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전극(PEDOT)의 코팅 두께를 조절하여 투

최적화 하였다. 우선적으로 황산 처리를 통해 PEDOT:PSS 박막

과도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서 최대한 전도성을 증진시키기

의 전도성이 증진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

위해 황산 처리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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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면 저항의 변화가 Fig. 3(a)에 나타냈다. 황산의 농도는 0%,
20%, 40%, 60%, 80%, 100% 각각 투과도와 면 저항을 측정하였
고, 그 결과 60% 이상의 농도에서 급격한 면 저항의 하락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100% 농도의 황산에서 가장 뛰어난 면 저항 27.8
Ω/sq.을 보였다. Fig. 3(b)에서는 황산 처리 시간에 따른 면 저항의
변화에 따라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100% 농도의 황산을 30초, 1
분, 2분, 3분, 5분, 10분, 20분간 처리해 줌에 따라 각각 면 저항과
투과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때, 3분에서 5분 사이로 황산 처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낮은 (30 Ω/sq. 이하) 면 저항 값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때, 황산 처리 시간이 오래될 경우 면 저항 값이 소폭
증가하는 이유는 표면의 일부 PEDOT:PSS가 박리되어 면 저항이
소폭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산 처리 공정을 최적화 한 후, 여타 PEDOT 전도성 증진 공법
과 비교하였다. PEDOT:PSS의 전도성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방
법에는 DMSO(dimethyl sulfoxide)를 5~6 wt% 정도 PEDOT:
PSS 수용액에 첨가해주는 것이 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처리 공정
을 거친 PEDOT:PSS 투명전극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코팅 두께를 갖는 PEDOT:PSS 박막에서, 매우 유사한 투과도 특
성을 보였다. 반면에 면 저항은 황산 처리된 PEDOT:PSS 박막이
DMSO를 소량 섞어준 PEDOT:PSS 박막에 비해서 대략 절반 수
준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Fig. 3(c)에 정리되어 볼 수 있고,
Fig. 3(d)에서는 PEDOT:PSS 코팅 두께 별 투과도 스펙트럼을 나
타낸다.
박막 표면의 거칠기가 큰 경우에, OLED 소자 작동 시 전기적
누설(electrical leakage)이나 합선(short-circuit) 등의 전기적 특
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위해
AFM 측정을 통해 기존에 OLED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ITO 양극
의 표면과 황산 처리된 PEDOT 양극의 표면을 비교해 본다. Fig.
4(a),(b)에서 볼 수 있듯이, ITO 양극의 표면과 황산 처리된
PEDOT 양극의 표면 거칠기의 실효치(root mean square)는 각각
3.163 nm와 2.954 nm로 측정되었고, 비슷한 수준의 표면 거칠기
를 갖는다. 이를 통해 황산 처리된 고분자 양극이 OLED 소자에
적용 될 때, 전기적 누설이나 합선이 일어날 위험성이 거의 없을
것임을 예측 할 수 있다.
Fig. 3 (a) Optimization of sheet resistance of the PEDOT:PSS
film by varying H2SO4 concentration. (b) Optimization of
sheet resistance of the PEDOT:PSS film by varying
H2SO4 treating time. (c) Comparing sheet resistance and
transmittance by varying DMSO treated- and H2SO4
treated- PEDOT:PSS film thickness. (d) Transmittance
comparison between PEDOT:PSS films in visible wavelength.

2.3 OLED 소자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음극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대기 상에서
용액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또한 나이프 코팅 방법을 활용해 유
연 기판 위에서 대면적 소자를 제작하였다. ITO 양극과 황산 처리
된 PEDOT 양극, 그리고 DMSO를 첨가하여 PEDOT 양극으로

황산 처리 공정의 최적화는 황산의 농도와 황산 처리 시간의 두

사용한 OLED 소자를 각각 제작하여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본 실

가지 요인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황산의 농도에 따른 투과도

험에서 활용한 OLED의 구조는 Fig. 5(a)에 보인다. 공정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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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atomic force microscopic images of conducting polymer anode and ITO anode. (a) The morphology
of commerciallized ITO glass (10 Ω/sq.). (b) H2SO4
treated PEDOT:PSS anode (27 Ω/sq).

를 위해서, 정공주입층과 발광층은 상용화 되어있으며 OLED 소
자 성능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PEDOT:PSS(clevios, P VP
AI4083)와 Super-Yellow(Merck PDY-132)를 사용하였다.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LiF, CsF, Ba, Ca 등의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
토금속 계열의 전자주입 층의 경우 대기 상에서 매우 불안정하며
진공 증착으로 제작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 상에
서 용액공정이 가능한 ZnO 나노입자와 Ionic liquid를 활용하였
다. ZnO 나노입자와 Ionic liquid가 전자주입 층으로써 역할을 하
는 원리는 다음 Fig. 5(b)에 에너지 준위 도식으로 보인다. ZnO

Fig. 5 (a) Illustration of the device structure and the configuration of the knife coating process. (b) Energy level diagram
of the fabricat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c)
Current density, voltage, luminance (J-V-L) Characteristics.
(d) Luminous current efficiency.

나노입자 사이에 ionic liquid가 스며들고 전계가 가해졌을 때,
cations와 anions가 분리되어 계면 쌍극자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형성된 쌍극자가 에너지 준위를 변화시켜 전자주입을 원활하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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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처리한다. 그 후, 황산을 최대한 제거한 후, DI water bath에서 잔

고, 정공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

류된 황산을 완전히 제거해준다. 그 후에 100°C에서 10분간 DI

OLED 특성 측정 실험에서 사용된 각각의 양극에 대한 550 nm
파장에 대한 투과도 및 면 저항 값은 다음과 같다. ITO 양극의 경

water를 건조시켜준다.

우 92.1%, 15 Ω/sq., 황산 처리된 PEDOT:PSS 양극의 경우

DMSO를 질량비로 5 wt%만큼 첨가해준 PEDOT:PSS(clevios

83.4%, 27.8 Ω/sq. 그리고 DMSO가 첨가된 PEDOT:PSS 양극

PH1000)은 마찬가지로 PET 기판위에 나이프 코팅 기법을 이용해

의 경우 84.2%, 51.7 Ω/sq.이다. 투과도는 세 양극이 모두 비슷한

코팅하되, 이때의 나이프와 기판간의 간격은 65 μm이다. 이때, 모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으며, 면 저항의 차이가 있다. OLED의 전압-

든 용액에는 Sigma-Aldrich로부터 구매한 계면활성제(제품명:

전류밀도-발광휘도 곡선 그래프는 Fig. 5(c)에 보이고, OLED의

Triton X-100)를 0.1 wt%만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전류-발광효율 그래프는 Fig. 5(d)에 나타나있다. 결과적으로

3.2 PEDOT:PSS 양극에 대한 측정 및 성능 평가

PEDOT을 사용한 경우가 ITO를 양극으로 사용한 경우 보다, 턴온 전압(Turn-on voltages)이 약 간 낮다. 그 이유는 PEDOT(5.1

투과도는 Thermo scientific社의 UV-Vis-spectrometer 중

eV)이 ITO(4.8 eV)에 비해 약간 더 낮은 일함수를 가지므로 정공

evolution 220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면 저항은 Four-

주입이 낮은 전압에서도 다소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압이

point probe를 사용하였고, Dasol Eng.社의 FPP-2400 모델을 이용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원활한 전

하여 측정하였다. AFM 측정의 경우, PSIA社의 XE-100 모델을 사

류 흐름을 위해서는 점점 면 저항 요인이 중요하게 된다. 실제로

용하여 측정하였다. 박막 두께 측정의 경우, Surface profiler를 이용

Fig. 5(c)에서 볼 수 있듯이 6 V 이상에서 소자 구동 시 낮은 면

해 측정하였고, Tencor社의 Alpha-step IQ 모델을 이용하였다.

저항을 갖는 ITO가 가장 전류밀도가 높고 동시에 발광휘도 또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황산 처리된 PEDOT 양극, 그리고 면

3.3 OLED 제작 및 성능 평가

저항이 가장 높은 DMSO 첨가된 PEDOT 양극이 전류밀도가 가장

고 전도성 PEDOT 양극/ITO 양극이 코팅된 PET 기판 위에,

낮고 발광 휘도 또한 가장 낮았다. 각 소자의 최대 발광휘도 및 전류

30 nm의 정공주입층 PEDOT:PSS (clevios P VP AI4083) 박막

2

효율은 ITO 양극의 소자가 11460 cd/m , 5.83 cd/A이고, 황산 처

이 코팅되고, 100°C에서 30분간 건조시켜준 후 톨루엔에 0.3 wt%

2

리된 PEDOT 양극의 소자가 8356 cd/m , 5.44 cd/A이며, DMSO

농도로 녹인 발광층 Super Yellow (Merck PDY-132)용액을 나이

2

첨가된 PEDOT 양극 소자는 4989 cd/m , 그리고 4.22 cd/A이다.

프-기판 간격을 40 um 조건에서 코팅하고, 이에 따라 80 nm의 발

본 연구에서 최적화한 황산 처리 대면적 PEDOT:PSS 양극은

광층 박막이 코팅된다. 이는 70°C에서 15분간 건조한다. 그 후에

OLED에 적용되었고 ITO를 양극으로 사용했을 경우와도 비교할

1-부탄올에 20 mg/mL 농도로 분산시킨 ZnO 나노입자를 나이프-

만한 고성능의 대면적 유연 OLED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기판 간격을 20 um 조건에서 코팅하고, 이에 따라 30 nm의 박막이
형성된다. 뒤 이어서 ion solution[17]을 ZnO 나노입자과 같은 조건

3. 실 험

으로 코팅해준다. 최종적으로 소자를 90°C에서 10분간 건조시켜준
후, 진공 증착기에서 알루미늄 음극을 150 nm 증착한다. 진공 증착
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은 대기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OLED

3.1 PEDOT:PSS 양극 제작

소자의 측정은 전원 공급 장치로 Keithley 2400 모델을 사용하고,

PEDOT:PSS 수용액(Clevios PH 1000)은 H. C. Starck.로부

휘도 측정을 위해 Minolta CS-100A 제품을 사용하였다.

터 구매하였다. 용액의 농도는 1.3 wt%이며, PSS와 PEDOT의
질량비는 1.5이다. DMSO 용액은 Sigma-Aldrich로부터 구매하

4. 결 론

였고, 황산은 동우화인캠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ITO-PET기판
의 경우 화인케미컬로부터 구매를 하였다. 50 mm × 60 mm 크기
의 PET 기판은 de-ionized (DI) water와 IPA로 세척하고 바로

본 연구에서는 ITO 양극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대체재로 매우

UV/Ozone 처리기를 통해 10분간 세정하였다. PEDOT:PSS 용액

전도성이 높아지도록 처리된 PEDOT 전극을 사용하면서, 나이

은 나이프 코팅 기법을 이용해 세정된 PET 기판위에 코팅하고, 이

프 코팅 기법을 동시에 도입하여 고성능, 대면적 유연 OLED를

때 나이프와 기판간의 간격은 60 μm이다. 그 후에 PEDOT:PSS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PEDOT 양극 뿐만 아니라, 정공주입층

박막은 100°C에서 30분간 건조한다. 1 mL의 황산 용액을 100°C

(PEDOT:PSS AI4083), 발광층(Super Yellow), 전자주입층

로 가열된 상태에서 PEDOT:PSS 박막 위에 덮어준 후 3~5분동안

(ZnO 나노입자 + Ionic liquid) 전부 나이프 코팅 방법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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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었으며, 모든 공정은 대기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대면

Toward Low-cost, Continuous Fabrication over Large Area, Solar

적 코팅에의 코팅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팅 불안정성이

Energy Materials & Solar cells 100 97-114.

큰 PEDOT:PSS 수용액에 극소량의 계면활성제(Triton X-100)를

[6] Kim, Y.H., Sachse, C., Machala, M.L., May, C., Meskamp, L.M., Leo,

첨가하고, 그 비율을 최적화함으로써 매우 균질한 투명전극 박막을

K., 2011, Highly Conductive PEDOT:PSS Electrode with Optimized

제작할 수 있었다.

Solvent and Thermal Post-Treatment for ITO-Free Organic Solar Cells,

황산 처리를 이용해 PEDOT:PSS 박막의 전도성을 엄청나게 증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1 1076-1081.

진 시키는 연구가 최근에 보고된 바 있으나, 그 연구 내용을 살펴보

[7] Badre, C., Marquant, L., Alsayed, A.M., Hough, L.A., 2012, Highly

면 매우 기본적인 Sodalime Glass 기판위에서 공정을 진행하였고

Conductive Poly(3,4-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sulfonate)

그 공정방법 또한 가장 기본적인 스핀-코팅에서 그쳤다. 하지만,

Films using 1-ethyl-3-methylimidazolium Tetracyanoborate Ionic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으로 PET 유연 기판위에서 대면적 황산 처

Liquid,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2 2723-2727.

리 공정을 투과도와 면 저항의 관점에서 최적화하여 고성능의 투명

[8] Xia, Y., Ouyang, J., 2010, Anion Effect on Salt-induced Conductivity

전극을 제작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OLED 소

Enhancement of Poly(3,4-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sulfonate) Films, Organic Electronics 11 1129-1135.

자에 적용하고 ITO와 비교할만한 성능을 갖는 소자를 제작하는데

[9] Reyes, M.R., Cruz, I.C., Sandoval, R.L., 2010, Enhancement of the

까지 성공하였다.

Electrical Conductivity in PEDOT:PSS Films by the Addition of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화가 쉽고, 매우 경제적인 나이프 코팅 방

Dimethyle Sulfate, J. Phys. Chem. C 114 20220-20224.

법을 통해 유연 기판위에서 높은 전도도를 갖는 투명전극을 제작

[10] Dimitriev, O.P., Grinko, D.A., Noskov, Y.V., Ogurtsov, N.A., Pud,

및 최적화하였다. 이를 통해 제작된 투명전극은 높은 투과도뿐만

A.A., 2009, PEDOT:PSS Films-Effect of Organic Solvent Additives

아니라, 높은 전도도를 가지며, 표면조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비단

and Annealing on the Film Conductivity, Synthetic Metals 159

OLED 뿐만 아니라 여타 대면적 다층박막 전자소자에 쉽게 적용

2237-2239.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 Kim, N., Kee, S., Lee, S.H., Lee, B.H., Kahng, Y.H., Jo, Y.R., Kim,
B.J., Lee, K.H., 2014, Highly Conductive PEDOT:PSS Nanofibrils

후기

Induced by Solution-Processed Crystallization, Advanced materials 26
2268-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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