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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용해할 수 있는 유기 반도체 물질의 개발과 

함께 용액공정으로 유기박막 트랜지스터 (Organic 
Thin Film Transistor: OTFT)를 제작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여러 가지 용액공정 

중, 잉크젯 직접 프린팅은 잉크젯 헤드로부터 미세한 

잉크 Droplet을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려 원하는 패턴

을 형성하게 되는데 간단한 비접촉 공정, 적은 재료

소비 그리고 유연한 기판과의 적합성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유연한 OTFT를 구현할 수 있는 유망

한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2].
인쇄공정을 이용하여 고성능의 OTFT를 제작하

기 위해서는 정렬된 결정구조를 가지는 반도체층

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여러 가지 중첩도 (인접한 Droplet 사이의 간격)
를 이용하여 잉크젯 프린팅된 반도체층의 증발거

동과 최종 형성된 반도체 결정구조 사이의 연관성

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잉크젯 프린팅 공

정을 통해 정렬된 결정구조의 반도체층을 포함하

는 OTFT를 제작하였다. 

2. 실험절차

중첩도가 잉크젯 프린팅된 반도체층의 결정구

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첩도를 30 
%에서 80 %까지 변화시켜가며 반도체층을 유리 

기판 위에 프린팅 하였으며 형성된 반도체층의 결

정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기적 특성과 안정성

이 뛰어난 6,13-bis(triisopropylsilylethynyl)penta-
cene (TIPS pentacene)을 이용하여 반도체 용액을 

합성하였으며 30 ㎛의 노즐 직경을 갖는 Single pie-
zoelectric printhead (MicroFab Co.)를 통해 반도체층

을 형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쇄된 반도체층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중첩도로 프린팅된 반도체

층을 포함하는 Bottom gate / Top contact 구조의 

OTFT를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통해 제작하였으며 

이때 Ag nanoparticle 잉크 (NPS-J and NPS-JL, 
Harima Chemical Co.)와 합성된 PVP (Poly-4-vinyl-
phenol) 용액이 OTFT의 전극과 유전체층을 형성하

는데 각각 사용되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은 여러 가지 중첩도로 인쇄된 반도체층을 

나타내고 있다. 30과 40 %와 같이 낮은 중첩도의 

경우, 프린팅된 TIPS pentacene 용액이 부족하여 

인쇄된 영역에 반도체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잉크

들이 부분적으로 뭉쳐져 불규칙한 Contact line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0 % 이상의 높은 

중첩도를 이용하여 프린팅하게 되면 반도체층이 

형성은 되지만 건조과정 중에 인쇄된 용액 내에 

있는 용질이 패턴의 가장자리 영역으로 이동하여 

패턴 가장자리가 두꺼워지는 Coffee ring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Fig. 1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inkjet-printed 
semiconductor layers with different overl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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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도가 커질수록 프린팅된 용액이 증가하여 

Coffee ring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경우에서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결정구조가 

관찰되는데 이는 TIPS pentacene 결정이 고정된 

Contact line에서 반도체층 가운데 영역으로 성장하

는 과정이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50 % 중첩도에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정렬된 결

정구조를 갖는 반도체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렬된 결정구조는 Fig. 2에서 보여주는 반도체층

의 증발거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ster scan 방식으로 반도체층을 프린팅하게 되는

데 프린팅 공정 시, 반도체층의 위쪽 영역에 먼저 

프린팅된 TIPS pentacene 용액들이 모이면서 부피

가 증가하게 되고 차후 아래쪽 영역으로 프린팅되

는 잉크들은 이미 위쪽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잉크

의 표면장력으로 인해 끌어당겨지면서 아래쪽에 

형성되는 반도체층의 Contact line이 위쪽으로 이동

하게 된다. 

Fig. 2 Sequential images of drying semiconductor 
layer inkjet-printed with overlap condition of 50 %

 Fig. 3 Change of the inkjet-printed OTFT mobility 
as a function of overlap condition

일반적으로 증발이 빠른 Contact line에서 먼저 

TIPS pentacene 결정이 성장하게 되는데 Fig. 2에서

와 같이 Contact line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동일한 

방향으로 TIPS pentacene 결정성장이 진행되고 최

종적으로 잘 정렬된 결정구조를 갖게 된다. Fig. 
3은 반도체층 형성에 사용된 중첩도에 따른 OTFT
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중첩도 50 %의 경우에 

가장 높은 이동도 (Mobility)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균일하게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결정구조 때

문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잉크젯 프린팅되는 TIPS penta-
cene 용액의 중첩도가 TIPS pentacene 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프린팅된 반도체층의 

건조과정에서 Contact line 움직임이 반도체층의 

결정구조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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