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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por phase polymerization of a conductive polymer on a SiO2 surface can offer an easy and

convenient means to depositing pure and conductive polymer thin films. However, the vapor phase deposition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very poor adhesion as well as difficulty when patterning the polymer thin film onto

an oxide dielectric substrate. For a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patternability and adhesion of Poly(3-

hexylthiophene) (P3HT) thin film to a SiO2 surface, the substrate was pre-patterned with n-

octadecyltrichlorosilane (OTS) molecules using a µ-contact printing method. The negative patterns were then

backfilled with each of three amino-functionalized silane self-assembled monolayers (SAMs) of (3-aminopropyl)

trimethoxysilane (APS), N-(2-aminoethyl)-aminopropyltrimethoxysilane (EDA), and (3-

trimethoxysilylpropyl)diethylenetriamine (DET). The quality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patterned P3HT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with optical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nd a four-point probe. The results

exhibited excellent selective deposition and significantly improved adhesion of P3HT films to a SiO2 surface.

In addition, the conductivity of polymeric thin films was relatively high (~13.51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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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기반도체는 반도체로서의 특

성과 유기 재료의 가공성 및 분자 맞춤형 설계 등의 장

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재료로 최근 활발히 연

구 되고 있으며,1)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유기박막트

랜지스터(OTFT), 유기태양전지, 비선형광학소자, 메모리

소자, 센서, 이차 전지 등에 응용 할 수 있다.2, 3)

최근에는 FeCl3와 같은 산화제를 촉매로 사용한 기상

중합법으로 높은 전도도를 갖는 전도성 고분자 박막을 형

성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4)

P3HT는 공액성 고분자로서, 기존의 실리콘 박막 트랜

지스터(a-Si TFT)에서의 특성을 능가할 수 있는 활성층

이나 p형 수송층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도성 고분자 재

료이다.5, 6) P3HT 박막을 형성할 시 보통 사용하는 방

법으로는 액상의 P3HT를 회전 도포하는 방법이 있으나

고효율 저비용으로 패터닝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

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막 형성 시 단분자인 3HT의 화학적 기

상 중합을 시도 하였으며 TFT 구조에서 활성층이 아닌

전극으로 사용 가능한 높은 전도도를 갖는 P3HT 박막

형성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유기물의 패터닝은 통상적으로 쉐도우 마스크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photo-lithography 공정에서 ph-

otoresist의 제거 시 유기 박막이 함께 제거되는 취약점

이 있기 때문이다.7) 또한 쉐도우 마스크를 통한 패터닝

은 증착시 마스크와 기판 사이의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

에 미세한 패턴을 얻기 힘들어 소자의 집적도를 고려할

때 공정상 응용이 점차 어려워지는 실정이다.8)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SAMs를 이

용한 bottom-up 방식의 soft lithography 공정으로 수

µm 크기의 접착력이 좋은 P3HT 박막을 형성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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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SiO2를 1000Å 성장시킨 (100)방향의 Si wafer를 1.5

×1.5 cm의 크기로 제작 후 피라냐 세정(Piranha Clean-

ing)을 위해 H2SO4와 H2O2를 각각 부피 비 4:1로 혼합

한 용액에 15분간 담근 후 10분 동안 D.I water에 헹군

후 N2 기체로 불어내었다.

세정한 Si wafer에 OTS (Aldrich) SAMs를 선택적으

로 흡착시키기 위해 µ-Contact Printing 공정을 실시하였

다. sylgard A 와 sylgard B (Dow corning)를 각각 10:1

의 중량 비로 혼합시켜 원하고자 하는 패턴이 있는 틀

에 혼합된 sylgard 용액을 부어주었다. 그 후 1시간 동

안 오븐에서 68 oC로 가열 시키면 sylgard 용액이 경화

되어 polydimethylsilosane (PDMS) 탄성중합체가 만들어

지고 경화된 PDMS와 마스터를 분리해서 패터닝 된

PDMS를 얻을 수 있다. hexane 20 ml에 OTS를 0.3 mM

을 용해 시킨 용액을 PDMS 위에 스핀코팅 한 후 OTS

가 코팅 된 PDMS를 Si wafer에 10초간 접촉 시켜 줌

으로써 µ-contact printing 공정을 하였다. (Fig. 1(a)~(d))

OTS µ-contact printing 공정 후 나머지 부분은 표면

기가 아민기(NH2-, amine group)인 SAMs로 메우기 위

해 용매 Ethyl-alcohol 50 ml와 Acetic acid 0.1 ml에

APS, DET, EDA를 각각 0.1 mM 용해하여 준비하였다.

표면기로 아민기를 갖는 SAMs 물질 종류는 APS

(Aldrich), DET (Gelest), EDA (Gelest)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SAMs 처리를 진행하였다.

상기 SAMs가 용해된 용매에 OTS가 패터닝 된 Si

wafer를 30분 동안 담가 두었다. 그 후 시편은 ethyl-

alcohol로 헹군 후 N2 기체로 불어내었다. 

P3HT 박막 형성 시 촉매제로 작용하는 산화제 FeCl3

는 methyl alcohol, 2-buthyl alcohol에 용해 시켰으며,

농도는 3wt%로 하였다.

SAMs가 코팅 된 Si wafer 시편에 FeCl3를 회전도포기

로 도포 시키고 (Fig. 1(f)) 이를 Fig. 2 와 같이 mechanical

circulation oven chamber (Yuyu scientific MFG)에 장

입 시켜 단분자인 3HT을 증발시켰다. 이때의 증착 시간

은 30분이고 공정압력은 상압이며 온도는 55 oC에서 진

행하였다.

증착 완료된 Si wafer 시편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

는 잔류 FeCl3를 제거 하기 위해 methyl-alcohol로 씻어

낸 후 N2 기체로 불어내었다.

P3HT 박막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원자현미경으로 분

석하였으며, 면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4-point probe (CMT-

series Changmin Co.,LTD)를 사용하였다. SiO2 박막 위

에 P3HT 박막의 전면 증착 실험은 표면기가 아민기를

갖는 SAMs를 SiO2 박막에 처리 한 후 단분자막이 형

성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촉각 측정을 contact angle

analyzer (phoenix 300,SEO)로 측정한 후 SAMs가 전면

에 흡착 된 Si wafer에 FeCl3를 회전도포기를 이용하여

전면에 도포하고 3HT를 증발시켜 기판 전면에 P3HT를

형성시켰다.

P3HT 박막과 SiO2 간의 접착력을 시험하기 위해 SAMs

물질이 처리 되지 않은 SiO2 시편에 증착된 P3HT 박막

과 SAMs 물질이 처리된 시편에서의 P3HT 박막을 각

각 3 M Scotch
®

 tape test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표면기로 아민기를 갖는 SAMs의 전면 처리

후 P3HT 박막 형성.

SAMs는 박막표면에 흡착되는 작용기와 알칸체인기

(CH2), 그리고 표면으로 밖에 노출되는 표면기로 이루어

져 있어 표면성질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표면기가 아민

기인 APS, DET, EDA의 작용기는 Si(OCH3)3으로서 이

는 SAMs 물질을 용매에 용해하였을 때 용매의 수분에

Fig. 1. An overall procedure for selective patterning of FeCl3
on an aminosilane/OTS mixed SAM surface ((a) mold

fabrication, (b) stamp fabrication, (c) OTS spin coating, (d)

OTS µ-contact printing, (e) APS dip coating, (f) FeCl3 spin

coating).

Fig. 2. The mixed monolayer sample coated with the FeCl3
catalyst was placed in a mechanical circulation oven including

3HT. After that, the 3HT was vaporized and polyme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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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 메탄올기(CH3O-)가 제거

되고, 남은 Si-OH는 기판표면의 OH기와 결합하는 탈수

반응이 일어 나게 된다. 이때 각각의 체인들은 자기 정

렬하여 Fig. 3과 같이 단분자막을 형성하게 된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SAMs 물질인 OTS,

APS, DET, EDA를 SiO2 박막에서 처리 했을 때 SiO2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이다.

Table 1에서 OTS의 접촉각은 약 120o로서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OTS의 표면기가 소수성을 띄고 있

는 CH3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9) 액상의 FeCl3

를 OTS 표면에 회전도포 하였을 경우 OTS 표면에는 도

포가 되지 않는다.

반면 APS, DET, EDA와 같이 표면기가 아민기로 이

루어진 SAMs는 NH2의 비공유 전자쌍이 Fe+(III) 이온

을 배위결합 시킨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이 SAMs의 표

면기 성질을 이용하여 P3HT 형성 시 촉매제로 작용하는

FeCl3를 사전에 패터닝 함으로써 전도성 고분자 P3HT 박

막을 패터닝 하는데 성공하였다.

Fig. 4는 SiO2 산화막을 성장 시킨 Si wafer 기판에

FeCl3 용매를 APS SAMs가 처리된 기판과 SiO2 에서

각각 회전도포 속도를 3500 rpm으로 하여 1분 동안 회

전도포를 시킨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APS를 처리한 기판의 경우 FeCl3가 고르게 도포된 반

면, SiO2 박막에선 FeCl3가 국부적으로 도포 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APS 의 표면기인 아민기의 비공

유 전자쌍들이 Fe+(III) 이온과 균일하게 반응 함에 기

인 한다. 반면 SiO2 표면의 경우 불균일 한 산화막을 형

성하고 있는데 기인한 상당한 소수성 표면의 존재 때문

에 액상의 FeCl3를 회전도포 할 시 도포가 제대로 이루

어 지지 않는다. 

Fig.5는 각각의 자기조립단분자들이 처리 된 박막과

SiO2에서 각각 P3HT 박막을 성장 시켰을 경우 SiO2와

P3HT의 접착력을 비교하기 위해 Scotch
®

 tape을 P3HT

박막에 강하게 접착시킨 후 떼어 냈을 때 테이프의

P3HT 박막이 떨어져 나온 이미지이다. 이때 SiO2 박막

에서 FeCl3를 회전도포를 할 때 도포성이 좋지 않기 때

문에 회전도포기의 회전속도를 1000 rpm으로 낮추어서 행

하였다.  

테이프로 접착력 실험을 한 결과 SAMs를 흡착시킨 기

판일 경우 테이프로 P3HT가 거의 떨어져 나가지 않은

반면, SiO2 박막에서의 P3HT는 완전히 벗겨져 나간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민기가 P3HT

와 SiO2 계면간에 존재함으로써 두 층의 접착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민기의 질소 원자가 P3HT와 고

분자 박막 성장 시 어떤 강한 화학적 결합을 형성한다

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10) 

3.2. SAMs 패터닝 및 P3HT 선택적 증착.

OTS의 경우 µ-contact printing 공정을 통해 폭 3.5 µm

로 라인 패터닝 하였고, OTS가 처리 되지 않은 SiO2 박

막 표면에는 APS 용액에 담금으로써 흡착시켰다.

이는 OTS의 표면기가 소수성을 띄고 있으므로 APS

의 SiO2와 작용하는 반응기 Si(OCH3)3가 OTS 표면기에

는 흡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수성의 표면기

를 갖는 OTS와 아민기를 갖는 APS를 미리 패터닝을 함

으로써 FeCl3를 회전도포 도포할 때 표면기로 아민기를

Fig. 4. (a) FeCl3 spin-coated APS and (b) bare SiO2 surface

FeCl3 is uniformly coated on aminosilane SAM surface while

a number of FeCl3 aggregates easily on bare SiO2 surface.

Table 1. Water contact angles of SAMs on SiO2 surface

SAMs process Solvent Contact 

angle

OTS µ-contact 

prining

Hexane 120o

APS dipping Ethanol+acetic acid 21
o

DET dipping Ethanol+acetic acid 50o

ECA dipping Ethanol+acetic acid 25o

Fig. 3. Formation of the aminosilane SAMs on the SiO2

surface. (a) EDA (b) APS (c) 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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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SAMs 위에서만 촉매제가 선택적으로 도포 되었다. 

FeCl3가 선택적으로 도포된 시편에 3HT를 mechanical

circulation oven chamber를 이용하여 55 oC에서 20분간

3HT를 증발시켜 P3HT 박막을 형성 시켰을 경우 Fig. 6

와 같이 FeCl3가 도포된 영역에서만 P3HT 박막이 형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화된 3HT monomer가 중

합 되어 polymer인 P3HT을 형성 시키기 위해서는 도펀

트이자 촉매제로 작용하는 FeCl3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

원자현미경으로 얻은 결과로 APS의 선의 너비는

6.5 µm 였을 시 P3HT의 선의 너비 역시 6.5 µm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PDMS를 통한 µ-contact

printing 공정 시 OTS가 패터닝 된 곳의 반대 영역에

P3HT가 패터닝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 P3HT의 전기적 특성

Fig. 7은 APS SAMs 위에 형성 시킨 P3HT 박막의

I-V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I-V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압에 따른 전류의 양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P3HT가 전도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울기를 통하여 P3HT 박막의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13.51 S/cm 를 얻었다. 이 값은 기존의 연구된 P3HT11,12)

의 전도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표면기가 아민기를 가지는 APS, DET, EDA SAMs를

SiO2 박막과 같은 산화막 위에 코팅한 후 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성장시킨 P3HT 박막의 경우 접착력이 우수하

며, 균일한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µ-contact printing과 용액에 담그는 방법으로 각각

OTS와 아민기 SAMs를 연속 패터닝 한 후 FeCl3를 패

터닝된 기판에 뿌려 회전도포를 시키면 FeCl3가 NH2의

표면기를 가지는 APS, DET, EDA SAMs 표면 위에서

만 선택적으로 도포 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FeCl3가

Fig. 5. Scotch
®

 tapes peeled off from P3HT films on (a) APS, (b) DET, (c) EDA SAMs, and (d) bare SiO2 surface. Aminosilane

SAMs play a critical role in improving adhesion between P3HT and SiO2 surface. 

Fig. 6. Atomic Force Microscopic images of P3HT films selectively patterned on amino-functionalized alkylsilane ( (a) APS, (b)

DET, (c) EDA SAMs) /OTS mixed SAMs.

Fig. 7. I-V curve of P3HT thin film on APS S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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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닝 된 기판에 3HT를 기화 시켰을 시 P3HT를 수

마이크론 크기의 패턴까지도 선택적으로 형성 시킬 수 있

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주로 액상으로 증착 가능 했던

P3HT를 화학적 기상 증착법과 SAMs를 사용하여 패터

닝을 한 공정으로 전도성 고분자의 새로운 패터닝 방법

이다. 고비용의 photo-lithography를 사용하지 않고 SAMs

를 사용한 soft-lithography 공정으로 저비용, 대면적 공

정을 실현 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기존의 P3HT

가 TFT 구조에서 활성층으로 쓰인 반면 본 연구를 통

한 P3HT 박막은 높은 전도도를 보여 OTFT 구조에서

전극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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