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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기 억셉터막을 구비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요약

본 발명은 유기 억셉터막을 구비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으로서, 유기 반도체층; 상기 유기 반도체층에 전기적

으로 연결된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에 각각 절연되도록 구비된 게이트 전

극; 및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과의 사이에 개재된 유기 억셉터막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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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단면도이다.

도 4a는 전기장에 의해 분자의 다이폴 모멘트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b는 전자 주게와 전자 끌게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전하 전달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현상을 보여주

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전류밀도-전압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6a 및 도 6b는 계면과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표면처리막이 형성되어 있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단면도이다.

도 7a 및 도 7b는 계면과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표면처리막이 형성되어 있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단면도이다.

도 8은 OTS로 처리된 산화막 표면의 결합 구조이다.

<도면 중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절연 기판

110, 210: 게이트 전극

120, 220: 게이트 절연막

130, 230: 소스 및 드레인 전극

140, 240: 유기 반도체층

235: 유기 억셉터막

232: 표면 처리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유기 반

도체층 사이에 유기 억셉터막을 구비함으로써 도핑 효과를 부여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이다.

유기 반도체는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는 공액성 유기 고분자인 폴리아세틸렌이 개발된 이후, 유기물의 특성인 합성 방법의

다양성, 섬유나 필름 형태로 성형이 용이함, 유연성, 전도성, 저렴한 생산비 때문에 새로운 전기전자재료로서 기능성 전자

소자 및 광소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소자 등에서, 유기물을 활

성층으로 사용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Organic Thin Film Transistor)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실리콘-박막 트랜지스터와 구조적으로는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지만 반도체 활성층 영역에 실리

콘 대신에 유기물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제작 공정의 측면에서, 실리콘-박막 트랜지스터

에 비하여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충격에 의해 깨지지 않고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전자 회로 기판에 적합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넓은 면적 위에 소자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 낮은 공정 온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구부려야 하

는 제품에 대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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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전자 종이(electronic sheet), 능동형 유기 전계 발광 표시장치(Active Matrix Organic

Electro-Luminescent Display Device)의 구동 소자, 스마트 카드(Smart Card), 상품 태그 또는 RFID 용 플라스틱 칩

(Smart Tag, RFID) 등에 높은 활용도가 예상되므로 세계의 많은 기업체와 연구소 및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다.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성능은 소스/드레인 전극과 유기 반도체층 계면의 캐리어 주입능력 등에 크게 좌우된다.

도 1은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나타낸 개념도이다. 전체 구조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트랜지스터와

큰 차이가 없다. 게이트(110)에 전압을 가할 때 반도체 활성층(140)에 전기장(전계)이 걸리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원

리와 동일하다.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130)에 전압을 인가하여 얻게 되며, 이때 소스는 접지되어 있어

전자나 정공의 공급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위에 표시된 층이 유기 반도체 층이다.

소자의 동작원리를 p-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스와 드레인(130), 게이트(110)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

유기물 반도체 내의 전하들은 모두 반도체(140) 내에 고루 퍼져 있게 된다(도 1(a)).

이때, 소스와 드레인(130)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여 전류를 흘리면 낮은 전압 하에서는 전압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된

다. 여기에 만약 게이트(110)에 양의 전압을 인가하면 이 인가된 전압에 의한 전기장에 의하여 양의 전하인 정공들은 모두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된다(도 1(b)). 따라서, 게이트 절연막(120)에 가까운 부분에는 전도 전하가 없는 공핍층(depletion

layer)이 생긴다. 이 때, 소스와 드레인(130)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도 가능한 전하 운반자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게

이트(110)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반대로, 게이트(110)에 음의 전압을 인가하면 이 인가된 전압에 의한 전기장의 효과로 유기물과 게이트 절연막(120) 사이

에 양의 전하가 유도되고, 게이트 절연막(120)과 가까운 부분에 전하의 양이 많이 축적되어 축적층(accumulation layer)

이 생긴다(도 1(c)). 이 때, 소스와 드레인(130)간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도 가능한 전하 운반자가 증가해 있기 때문에 게이

트(110)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소스와 드레인(130) 사이에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게이트(110)에 양의 전압과 음의 전압을 교대로 인가하여

주면 소스와 드레인(130)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전류량의 비를 점멸비(On/Off ratio)라 하며, 점

별비가 클수록 우수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가 된다.

한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 활성층 재료로서는 여러 소재가 개발되어 왔다. 유기 반도체층(240)을 형성하기 위

하여는, 진공 증착법, 바람직하게는 열 증발법으로 형성한다. 유기 반도체층(255)은 펜타센(pentacene), 올리고 티오펜

(oligo-thiophene), 폴리알킬티오펜(poly(alkyl-thiophene)) 또는 폴리티에닐렌비닐렌(poly(thienylenevinylene))과 같

은 유기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전하 이동도가 낮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1995년에 필립스(Philips)의 브라운 등

(Brown et al.)에 의하여, 펜타센(Pentacene) 박막으로 제조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이후, 1997년 펜실바니아

주립대의 잭슨 등(Jackson et al.)은 결정화를 용이하게 하여 전하 이동도 1.5 cm2/Vs, 점멸률은 약 108에 이르는 트랜지

스터를 개발함으로써 비정질 실리콘(a-Si:H)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게 하였다. 펜타센은 벤젠

고리 다섯개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 물질로서, 박막 트랜지스터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물질로 고

려되고 있다.

펜타센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로 가장 높은 이동도를 나타내어 비정질 실리콘 트랜지스터에 준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펜타센퀴논(pentacenequinone)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렇게 유기 반도체 활성층이 산화되면 결합이 깨어져서 전하 이동도가 낮아지며, 결정 내부에 격자 뒤틀림 현상

이 발생하여 전하 트랩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에 의한 전하 산란이 이동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전하 이동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립스(Philips)의 브라운 등(Brown et al.)은 펜타센 활성층에 도핑물질을 도핑시키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핑 양이 증가할수록 전하의 이동도는 증가하지만 이동도의 증가보다 활성층내의 전도도

의 증가가 더 커져서 점멸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도핑으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전하 이동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활성층내의 전도도 증가 및 점멸비 감소라는 부적절한 측면을 안고 있다.

쟝조우 등(Xiang zhou et al.)은 2001년 1월 22일자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즈 볼륨78 넘버4(Applied Physics Letters,

Vol.78 , No.4, 22 January 2001)에서, F4-TCNQ 억셉터층과 비정질 TDATA를 함께 증착하여 유기층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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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를 제안하였다. 상기 논문에서 제안된 OLED는, 비정질 TDATA와 F4-TCNQ 억셉터층을 포함하는 이중층 또는 다

중층 구조를 가짐으로써 전류밀도 증가, 턴온 전압 감소 및 휘도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

다.

본 발명에서는 접촉 저항 감소 및 전하 이동도 향상을 위하여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유기 반도체층 사이에 억셉터층을 구

비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및 기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유기 반도체층의 전하 이동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도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도핑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유기 억셉터막을 소스 및 드레인 전극

과 유기 반도체층 사이에 개재하여,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유기 반도체층의 접촉저항을 감소시키고 전하 이동도를 향상

시키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펜타센 내의 분자를 밀집시키고 계면간의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표면 처리제를 도포함으로써 전

하 이동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유기 반도체층;

상기 유기 반도체층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에 각각 절연되도록 구비된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과의 사이에 개재된 유기 억셉터막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유기 반도체층은 펜타센(pentacene)을 포함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도 3a와 같이,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을 절연시키는 게이트 절연막을 구비하고,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과, 게이트 절연막에 접촉되어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게이

트 절연막과 상기 유기 억셉터막과의 사이에 계면간의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표면 처리막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도 3b와 같이,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을 절연시키는 게이

트 절연막을 구비하고,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에 접촉되어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게이트 절

연막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과의 사이에 계면간의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표면 처리막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전자 끌게 물질로서 니트로기(nitro group:NO2), 시아노기(cyano group: CN), 설포닐기

(sulfonyl group: SO2), 설폭사이드기(sulfoxide group: SO2), 카르보닐기(carbonyl group: CO), 카르복실기(carboxyl

group: CO2), 에스테르기(ester group: COO), 언하이드라이드(anhydride), 이미드(imide), 이민(imine), 할로겐기

(halogen group), 불화알킬기, 불화방향족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방향족계, 올레핀계, 방

향족-올레핀 컨쥬게이트계, 방향족-방향족 컨쥬게이트계, 융합방향족계, 및 헤테로 고리화합물계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

택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다.

특히,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전자 끌게 물질로서 2,4,7-트리나이트로플루오렌논(2,4,7-trinitrofluorenone), 4-나이트로

아닐린(4-nitroaniline), 2,4-디나이트로아닐린(2,4-dinitroaniline), 5-나이트로안트라닐로니트릴(5-

nitroanthranilonitrile), 2,4-디나이트로디페닐아민(2,4-dinitrophenylamine), 1,5-디나이트로나프탈렌(1.5-

dinitronaphthalene), 4-나이트로비페닐(4-nitrobiphenyl), 9,10-디시아노안트라센(9,10-dicyanoanthracene), 3,5-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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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로벤조니트릴(3,5-dinitrobenzonitrile), N,N'-비스(2,5-디-t-부틸페닐)-3,4,9,10-페릴렌디카르복시이미드

(N,N'-bis(di-t-buytlphenyl)-3,4,9,10-perylenedicarboxyimide))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

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유기 억셉터막의 두께는 1 내지 100Å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표면 처리막은 trichlorosilyl- (-SiCl3), trimethoxysilyl- (-Si(OMe)3), mercapto- (-SH) 모이어티로 이루

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상기 유기 반도체층과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사이의 계면 주위에서, 상기 유기 반도체

층의 형성 물질과 상기 유기 억셉터 물질이 함께 합성되어 개재될 수 있다. 제조 공정에 있어서, 유기 억셉터막의 형성은

유기 억셉터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층으로 증착될 수도 있는 한편, 유기 반도체층의 형성 물질과 유기 억셉터 물

질이 함께 공증착되어 형성될 수 있다. 유기 반도체층의 형성 물질과 유기 억셉터 물질이 함께 공증착되어 형성되는 경우

유기 억셉터 물질의 조성비는 0.1 내지 10% 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기판 상에 형성된 것으로, 게이트 전극;

상기 기판 및 상기 게이트 전극을 덮은 게이트 절연막;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상에 형성된 유기 반도체층; 및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과의 사이에 개재된 유기 억셉터막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의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기판 상에 형성된 것으로, 게이트 전극;

상기 기판 및 상기 게이트 전극을 덮은 게이트 절연막;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유기 반도체층;

상기 유기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소스 및 드레인 전극; 및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과의 사이에 개재된 유기 억셉터막을 구비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설명한다.

도 2a 내지 도 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단면도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이루어진 절연 기판(200) 및/또는 버퍼층(205)

상에 게이트 전극(210)을 구비하고 있다. 버퍼층(205)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판(200)의 평탄화를 위한 것으로,

SiO2로 형성할 수 있으며, PECVD법, APCVD법, LPCVD법, ECR법 등에 의해 증착될 수 있으며, 대략 3000Å 정도로 증

착 가능하다.

게이트 전극(210)용 재료는,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경우 일함수가 낮은 Al, AlNd, M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이트 전극(210)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스퍼터링에 의해 3000Å 게이트 메탈막을 적층한 후 포토리소그래

피 공정에 의해 식각하여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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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전극(210)을 형성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게이트 전극 증착용 진공 챔버 안에 게이트 전극을 정의하는 새도우 마스

크를 씌운 기판을 넣고, 금속 보트에 게이트 전극용 금속을 넣는다. 진공 챔버 안의 진공도는 5×10-4 Torr 이하가 되도록

한다. 바람직하게는 5×10-7 Torr 정도의 진공도가 적합하다. 초당 3~5Å의 증착 속도로 증착시켜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

다. 알루미늄 게이트 전극의 경우 약 1700Å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기판(200) 및 상기 게이트 전극(210)의 위에는, 게이트 절연막(220)이 상기 기판(200) 및 상기 게이트 전극(210)을

덮고 있다. 게이트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막을 사용할 수 있다. 문턱 전압을 줄이기 위하여는 유전율이 큰 유전체, 예를 들

어, BaxSr1-x TiO3 BST(Barium Trontium Titanate)를 대표로 하여, Ta2O5, Y2O3, TiO2와 강유전성의 절연체 계열과,

PbZrxTi1-x O3(PZT), Bi 4Ti3O12, BaMgF4, SrBi2(Ta1-x Nbx)2O9, Ba(Zr1-xTix)O3(BZT), BaTiO 3, SrTiO3 등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상기 게이트 절연막(220) 상에는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이 형성되어 있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을 형성하기 위하

여, 스퍼터링에 의해 5000Å 소스/드레인 메탈막을 적층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식각하여 완성한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을 형성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기판(200)에 소스/드레인 전극용 새도우 마스크를 씌우고, 일함수

가 높은 금속 재료를 진공 증착하여 박막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전극(230)을 형성할 수 있다. 일함수가 높은 금속 재

료로서는 금(Au)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진공 증착 챔버내의 진공도를 5×10-4 Torr 이하, 바람직하게는 5×10-7

Torr 정도가 되게 한다. 초당 3~5Å의 증착 속도로 증착시켜 약 1500Å 두께로 소스/드레인 전극(230)을 형성한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의 위에는, 유기 억셉터막(Organic Acceptor Film;235)이 도포되며, 유기 억셉터막(235) 위에

는 유기 반도체층(240)이 있다.

일반적으로 박막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전극과 유기 반도체층 사이에는 일함수의 차이로 인한 전위 장벽이 형성되어

캐리어의 주입을 방해하여 접촉 저항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소스/드레인 전극에 일함수 차이가 작은 금속을 사용하여

접촉 저항을 저감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소스/드레인 전극과 유기 반도체층과의 사이에 전자 끌게 물질을 포함하는

유기 억셉터막(235)을 형성함으로써 접촉 저항 감소, 캐리어 주입 증가 및 전하 이동도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다.

도 2a에 도시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서는, 유기 억셉터막(235)이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에 접촉되어 형성되어 있으

며,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의 사이에 노출된 게이트 절연막 상에도 접촉되어 형성되어 있다. 도 2b에 도시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서는 유기 억셉터막(235)이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에 접촉되어 형성되어 있다. 제조 공정에 있어서, 유기

억셉터막의 형성은 유기 억셉터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층으로 증착되거나, 또는, 유기 반도체층과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사이의 계면 주위에서 유기 반도체층의 형성 물질과 유기 억셉터 물질이 함께 공증착되어 형성될 수 있다. 유

기 반도체층의 형성 물질과 유기 억셉터 물질이 함께 공증착되어 형성되는 경우 유기 억셉터 물질의 조성비는 0.1 내지

1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 억셉터막(235)은 소스/드레인 전극 표면에 전하 전달 콤플렉스(Charge Transfer Complex)를 형성할 수 있는 전하

전달 물질을 포함하여, 유기 반도체층(240)에 채널 도핑의 효과를 주어 에너지 장벽 특성을 배제해 줄 수 있고, 채널에 주

입되는 캐리어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접촉 저항의 감소, 캐리어 주입 증가 및 전하 이동도의 증가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도 4a는 전기장에 의해 분자의 다이폴 모멘트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4b는 전자 주게와 전자 끌게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전하 전달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a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장이 걸리는 경우 분자의 다이폴 모멘트(dipole moment)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도 4b에

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다이폴 모멘트가 발생했을 때 전자 주게와 전자 끌게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전하 전달 콤플렉스 형성(Charge Transfer Complex Forma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유기 억셉터막(235)은 니트로기(nitro group:NO2), 시아노기(cyano group: CN), 설포닐기(sulfonyl group: SO2), 설폭

사이드기(sulfoxide group: SO), 카르보닐기(carbonyl group: CO), 카르복실기(carboxyl group: CO2), 에스테르기

(ester group: COO), 언하이드라이드(anhydride), 이미드(imide), 이민(imine), 할로겐기(halogen group), 불화알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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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방향족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방향족계, 올레핀계, 방향족-올레핀 컨쥬게이트계, 방향

족-방향족 컨쥬게이트계, 융합방향족계, 및 헤테로 고리화합물계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전자 끌게 물

질을 증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자 끌게 물질은 2,4,7-트리나이트로플루오렌논(2,4,7-trinitrofluorenone),4-나이트로아닐

린(4-nitroaniline),2,4-디나이트로아닐린(2,4-dinitroaniline),5-나이트로안트라닐로니트릴(5-nitroanthranilonitrile)

,2,4-디나이트로디페닐아민(2,4-dinitrophenylamine),1,5-디나이트로나프탈렌(1.5-dinitronaphthalene),4-나이트로

비페닐(4-nitrobiphenyl),9,10-디시아노안트라센(9,10-dicyanoanthracene), 3,5-디나이트로벤조니트릴(3,5-

dinitrobenzonitrile), N,N'-비스(2,5-디-t-부틸페닐)-3,4,9,10-페릴렌디카르복시이미드(N,N'-bis(di-t-buytlphenyl)-

3,4,9,10-perylenedicarboxyimide))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이다.

상기 유기 억셉터막(235) 위에, 도 2a와 같이 유기 반도체층(240)이 구비된다. 유기 반도체층(240)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진공 증착법, 바람직하게는 열 증발법으로, 전자 끌게 물질층이 도포된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상에 유기 반도체층(240)을 형

성한다. 유기 반도체층(240)은 펜타센(pentacene), 올리고 티오펜(oligo-thiophene), 폴리알킬티오펜(poly(alkyl-

thiophene)) 또는 폴리티에닐렌비닐렌(poly(thienylenevinylene))과 같은 유기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으

며, 바람직하게는 펜타센(pentacene)으로 형성한다. 유기 반도체층(240)은 진공 증착 챔버내의 진공도를 5×10-4 Torr

이하, 바람직하게는 5×10-7 Torr 정도 되도록 하여 초당 0.5Å의 증착 속도로 증착시켜, 약 1000Å 두께로 형성한다.

유기 억셉터막은 유기 억셉터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층으로 증착될 수도 있고, 유기 반도체층 형성 물질(예컨대,

펜타센)과 유기 억셉터 물질이 공증착되어 형성될 수도 있다. 후자는, 유기 반도체층과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사이의

계면 주위에서 유기 반도체층의 형성 물질과 유기 억셉터 물질이 함께 공증착되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도 2a 및 도 2b

의 구조를 가진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서는 유기 반도체층의 하부측에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이 있으므로, 유기 반도체층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의 접촉 계면 주위에 0.1 내지 10% 조성비의 유기 억셉터 물질을 공증

착함으로써 유기 억셉터층을 형성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전류밀도-전압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

서, 사각형(■)이 포함된 곡선은 유기 억셉터층(235)이 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특성 곡선이고, X 형(×)이 포함된 곡선

은 유기 억셉터층(235)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의 특성 곡선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유기 억셉터층(235)이 도포되면, 턴온 전압은 4V에서 3.2V로 저감된다. 그리고, 유

기 억셉터층(235)이 도포되면, 5V에서의 전류 밀도가 0.1mA/Cm2 에서 1 mA/Cm2 로 크게 늘어난다. 이로써, 채널에 주

입되는 캐리어의 양이 현저히 증가되며, 전하 이동도의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 3a 및 도 3b는 유기 반도체층(240)이 게이트 전극(210)과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과의 사이에 배치된 경우를

나타낸다.

도 3a를 참조하면,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이루어진 절연 기판(200) 및/또는 버퍼층(205)

상에 게이트 전극(210)을 구비하고 있다. 버퍼층(205)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판(200)의 평탄화를 위한 것으로,

SiO2로 형성할 수 있으며, PECVD법, APCVD법, LPCVD법, ECR법 등에 의해 증착될 수 있으며, 대략 3000Å 정도로 증

착 가능하다.

게이트 전극(210)용 재료는,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함수가 낮은 Al, AlNd, MoW 등을 사용하는 것

이 적합하다. 상기 기판(200) 및 상기 게이트 전극(210)의 위에는, 게이트 절연막(220)이 상기 기판(200) 및 상기 게이트

전극(210)을 덮고 있다. 게이트 절연막(220)은 실리콘 산화막을 사용할 수 있다.

게이트 절연막(220) 상에는 유기 반도체층(240)이 형성된다.

유기 반도체층(240)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진공 증착법, 바람직하게는 열 증발법으로, 전자 끌게 물질층이 도포된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상에 유기 반도체층(240)을 형성한다. 유기 반도체층(240)은 펜타센(pentacene), 올리고 티오펜(oligo-

thiophene), 폴리알킬티오펜(poly(alkyl-thiophene)) 또는 폴리티에닐렌비닐렌(poly(thienylenevinylene))과 같은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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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펜타센(pentacene)으로 형성한다. 진공 증착 챔버내의 진공도를

5×10-4 Torr 이하, 바람직하게는 5×10-7 Torr 정도 되도록 하여 초당 0.5Å의 증착 속도로 증착시켜, 약 1000Å 두께로

형성한다.

도 3a 및 도 3b에 개시된 바와 같이, 유기 반도체층(240) 상에는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이 형성되어 있으며, 소스 및 드

레인 전극(230)과 유기 반도체층(240)과의 사이에는 유기 억셉터막(235)이 개재되어 있다. 유기 억셉터막은 유기 억셉터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층으로 증착되어 형성될 수도 있고, 유기 반도체층과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사이의 계

면 주위에서 유기 반도체층의 형성 물질과 유기 억셉터 물질이 함께 공증착되어 형성될 수도 있다. 도 3a 및 도 3b의 구조

를 가진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서는 유기 반도체층의 상부측에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이 있으므로, 유기 반도체층의 증착이

종료되는 즈음에서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접촉될 부분 주위에 유기 억셉터막을 형성할 물질을 공증착함으로써, 유기 반도

체층 표면에 유기 억셉터막을 형성되도록 한다. 이 때, 유기 억셉터막은 유기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물질에 유기 억셉터막

을 형성하는 물질이 0.1 내지 10% 조성비로 포함되어 있도록 된다.

유기 억셉터막(235)은 소스/드레인 전극 표면에 전하 전달 콤플렉스(Charge Transfer Complex)를 형성할 수 있는 전하

전달 물질을 포함하여, 유기 반도체층(240)에 채널 도핑의 효과를 주어 에너지 장벽 특성을 배제해 줄 수 있고, 채널에 주

입되는 캐리어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접촉 저항의 감소, 캐리어 주입 증가 및 전하 이동도의 증가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유기 억셉터막의 두께는 활성층내의 전도도를 높이지 않고도 캐리어 주입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얇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활성층내의 전도도를 높이지 않고도 캐리어 주입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얇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100Å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 억셉터막(235)은 니트로기(nitro group:NO2), 시아노기(cyano group: CN), 설포닐기(sulfonyl group: SO2), 설폭

사이드기(sulfoxide group: SO), 카르보닐기(carbonyl group: CO), 카르복실기(carboxyl group: CO2), 에스테르기

(ester group: COO), 언하이드라이드(anhydride), 이미드(imide), 이민(imine), 할로겐기(halogen group), 불화알킬기,

불화방향족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방향족계, 올레핀계, 방향족-올레핀 컨쥬게이트계, 방향

족-방향족 컨쥬게이트계, 융합방향족계, 및 헤테로 고리화합물계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전자 끌게 물

질을 증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자 끌게 물질은 2,4,7-트리나이트로플루오렌논(2,4,7-trinitrofluorenone),4-나이트로아닐

린(4-nitroaniline),2,4-디나이트로아닐린(2,4-dinitroaniline),5-나이트로안트라닐로니트릴(5-nitroanthranilonitrile)

,2,4-디나이트로디페닐아민(2,4-dinitrophenylamine),1,5-디나이트로나프탈렌(1.5-dinitronaphthalene),4-나이트로

비페닐(4-nitrobiphenyl),9,10-디시아노안트라센(9,10-dicyanoanthracene), 3,5-디나이트로벤조니트릴(3,5-

dinitrobenzonitrile), N,N'-비스(2,5-디-t-부틸페닐)-3,4,9,10-페릴렌디카르복시이미드(N,N'-bis(di-t-buytlphenyl)-

3,4,9,10-perylenedicarboxyimide))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이다.

상기 유기 억셉터막(235) 상에는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이 형성되어 있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230)을 형성하기 위하

여, 스퍼터링에 의해 5000Å 소스/드레인 메탈막을 적층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식각하여 완성한다. 소스 및 드

레인 전극(230)을 형성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기판(200)에 소스/드레인 전극용 새도우 마스크를 씌우고, 일함수가 높은 금

속 재료를 진공 증착하여 박막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전극(230)을 형성한다. 일함수가 높은 금속 재료로서는 금(Au)

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6a 내지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면과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기 반도체층

(240) 증착의 이전 또는 이후에 있어서, OTS(octadecyltrichlorosilane)와 같은 표면처리제를 게이트 절연막 상에 도포하

여 표면처리막(232)을 형성할 수 있다.

표면처리막(232)은 계면간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유기 분자를 밀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게이트 절연막(220)과 상기 유

기 억셉터막(230)과의 사이(도 5a) 또는 게이트 절연막(220)과 유기 반도체층(240)과의 사이(도 5b, 도 6a, 도 6b)에 도

포될 수 있다.

표면 처리막(232)은 트리클로로실릴기(trichlorosilyl-; -SiCl3), 트리메톡시실릴기(trimethoxysilyl-; -Si(OMe)3) 및 메

르캅토기(mercapto-; -SH) 모이어티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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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S로 처리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경우, 도 7의 OTS로 처리된 산화막 표면의 결합 구조와 같이, 산화막을 향한 친수

성의 O 종단은 산화막 표면과 강하게 상호 결합을 하고, 소수성의 긴 종단은 유기 반도체층(240)의 펜타센 분자와 상호 작

용을 하여 강하게 결합된다.

그리하여, 전계 효과 이동도는 크게 향상된 ~0.3cm2/V.sec로 나타나며, 스위칭 소자의 특성을 결정하는 온/오프 전류비

또한 106으로 대폭 향상되었고, 오프 상태의 누설전류도 ~10-11A로 감소하였다. 이들 파라미터 값은 스위칭 소자로 요구

되는 전계효과 이동도 0.1cm2/V.sec와 온/오프 전류비 또한 106~108 사이의 성능을 충족시킨다. 향상된 원인은 펜타센

막의 분자 구조의 증가 및, 펜타센과 OTS 분자 사이의 강한 결합력 때문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의하면, 캐리어 축적층(accumulation layer) 형성에 요구되는 에너지 장벽에도 불

구하고, 전하 전달 콤플렉스(Charge Transfer Complex)를 형성할 수 있는 유기 억셉터막을 도포해 줌으로써 채널 도핑

의 효과를 주어 에너지 장벽 특성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활성층의 채널에 주입되는 캐리어의 양을 증가시

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접촉 저항이 감소되고, 전하 이동도가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의하면, 전하 전달 콤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는 유기 억셉터막을 얇게 도포함

으로써, 도핑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종래의 도핑과는 달리 활성층내의 전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점멸비 감소의 문

제점을 해결하였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의하면, 실리콘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게이트 절연막과의 사이에서 계면간의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펜타센 내의 분자를 밀집시키는 표면 처리제를 도포함으로써 전하 이동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나, 상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내용이 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한 일부 구성요소의 부가,삭감,변

경,수정 등이 있더라도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의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속하는 한, 본 발명의 범위에 해

당된다.

예를 들어, 실시예들에 대한 설명 및 도면에서 유기 반도체층의 위치는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의 상부 또는 하부에 배치되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본 발명의 범위는 코플라나형, 인버스 코플라나형, 스태거드형, 인버스 스태커드 형을 불문하고 적

용될 수 있다. 또한, 유기 반도체층의 일부가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의 측면으로 연장될 수도 있는 것과 같이, 기타 구성요소

의 위치 변이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당업자가 용이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본 발명의 균등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기 반도체층;

상기 유기 반도체층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에 각각 절연되도록 구비된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과의 사이에 개재된 유기 억셉터막을 구비하고,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전자 끌게 물질로서 니트로기(nitro group:NO2), 시아노기(cyano group: CN), 설포닐기(sulfonyl

group: SO2), 설폭사이드기(sulfoxide group: SO), 카르보닐기(carbonyl group: CO), 카르복실기(carboxyl group:

CO2), 에스테르기(ester group: COO), 언하이드라이드(anhydride), 이미드(imide), 이민(imine), 할로겐기(hal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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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불화알킬기, 불화방향족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방향족계, 올레핀계, 방향족-올레

핀 컨쥬게이트계, 방향족-방향족 컨쥬게이트계, 융합방향족계, 및 헤테로 고리화합물계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반도체층은 펜타센(pentacene)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을 절연시키는 게이트 절연막을 구비하고,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과, 게이트 절연막에 접촉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

기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유기 억셉터막과의 사이에 개재된 것으로, 상기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유기 억셉터막의 계면간

의 상호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표면 처리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을 절연시키는 게이트 절연막을 구비하고,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에 접촉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유기 반도체층과의 사이에 개재된 것으로, 상기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유기 억셉터막의 계면간

의 상호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표면 처리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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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전자 끌게 물질로서 2,4,7-트리나이트로플루오렌논(2,4,7-trinitrofluorenone), 4-나이트로아닐

린(4-nitroaniline), 2,4-디나이트로아닐린(2,4-dinitroaniline), 5-나이트로안트라닐로니트릴(5-nitroanthranilonitrile)

, 2,4-디나이트로디페닐아민(2,4-dinitrophenylamine), 1,5-디나이트로나프탈렌(1.5-dinitronaphthalene), 4-나이트

로비페닐(4-nitrobiphenyl), 9,10-디시아노안트라센(9,10-dicyanoanthracene), 3,5-디나이트로벤조니트릴(3,5-

dinitrobenzonitrile), N,N'-비스(2,5-디-t-부틸페닐)-3,4,9,10-페릴렌디카르복시이미드(N,N'-bis(di-t-buytlphenyl)-

3,4,9,10-perylenedicarboxyimide))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

기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억셉터막의 두께는 1 내지 1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10.

제 4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처리막은 트리클로로실릴기(trichlorosilyl-; -SiCl3), 트리메톡시실릴기(trimethoxysilyl-; -Si(OMe)3) 및 메

르캅토기(mercapto-; -SH) 모이어티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박

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11.

제 1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억셉터막은, 상기 유기 반도체층과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사이의 계면 주위에서, 상기 유기 반도체층을 형성

할 물질과 상기 유기 억셉터막을 형성할 물질이 함께 합성되어 개재되고, 상기 유기 억셉터 물질의 조성비는 0.1 내지 1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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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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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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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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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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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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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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