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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Parylene C 유전체 표면에 유기 자기조립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 SAM) 

중간층을 도입함으로써 표면특성을 제어하고 최종적으로 유기전계효과 트랜지스터(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s, OFETs)의 전기적 안정성을 향상시킨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기 중간층을 적용함으로써, 

Parylene C 게이트 유전체의 표면 에너지를 제어하였으며, OFET의 가장 중요한 성능변수인 전계효과 

이동도(field-effect transistor, μFET)와 문턱 전압 (threshold voltage, Vth)의 성능향상과 구동 안정성을 증

대시켰다. 단순히 Parylene C 유전체를 적용한 Bare OFET에서 μFET 값은 0.12 cm2V-1s-1가 측정되었으나, 

hexamethyldisilazane (HMDS)과 octadecyltrichlorosilane (ODTS)를 중간층으로 적용된 소자에서는 각각 

0.32과 0.34 cm2V-1s-1로 μFET가 증가하였다. 또한 1000번의 transfer 특성의 반복측정을 통해 ODTS 처리

한 OFET의 μFET와 Vth의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유기 SAM 중간층, 

특히 ODTS는 효과적으로 Parylene C 표면을 알킬 사슬로 덮어 극성도를 낮춤과 함께 전하 트래핑을 

감소시켜 소자의 전기적 구동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By introducing an organic interlayer on the Parylene C dielectric surface, the electrical device 
performances and the operating stabilities of 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s (OFETs) were improved. To 
achieve this goal, hexamethyldisilazane (HMDS) and octadecyltrichlorosilane (ODTS), as the organic interlayer 
materials, were used to control the surface energy of the Parylene C dielectrics. For the bare case used with 
the pristine Parylene C dielectrics, the field-effect mobility (μFET) and threshold voltage (Vth) of 
dinaphtho[2,3-b:2′,3′-f ]thieno[3,2-b]- thiophene (DNTT) FET devices were measured at 0.12 cm2V-1s-1 and - 
5.23 V,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OFET devices with HMDS- and ODTS-modified cases showed 
the improved μFET values of 0.32 and 0.34 cm2V-1s-1, respectively. Mor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μFET and 
Vth of the DNTT FET device with the ODTS-modified Parylene C dielectric presented the smallest changes 
during a repeated measurement of 1000 times, implying that it has the most stable operating stability. The 
results could be meaned that the organic interlayer, especially ODTS, effectively covers the Parylene C 
dielectric surface with alkyl chains and reduces the charge trapping at the interface region between active layer 
and dielectric, thereby improving the electrical operating stability.

Keywords: Electrical stability, Polymeric gate dielectric, Parylene C, Self-assembled monolayer, 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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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 OFET)는 저비용, 대면적, 쉬운 제조 방법, 

경량성, 뛰어난 유연성 등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전자 

응용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1-4]. 최근에는 유

기 반도체를 사용하는 OFET 장치에 대한 연구에서 비

정질 실리콘 기반의 FET 장치의 성능을 능가하는 높은 

전기적 성능이 측정되었다[5-8]. 하지만OFET은 아직 

장기적인 구동 안정성을 포함하여 상용화를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차세대 전자 제품 시장에

서 OFET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OFET에 

적합한 유전체 층, 즉 높은 유전 상수를 갖고 있으며 

장치가 기계적으로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 층도 개발

해야 한다[9-12]. 또한 반도체 물질과 게이트 유전체 층 

사이의 계면 특성이 박막의 성장, 결정도 및 전하 트래

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OFET 장

치의 구동을 위해서는 게이트 유전체에 적합한 고분자 

물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11,13-15].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으로 

쉽게 증착이 가능한 poly(para-xylylene) (Parylene)과 

그 유도체들은 대면적 가공성, 우수한 기계적 유연성, 

뛰어난 내화학성, 상대적으로 높은 유전 강도, 그리고 

우수한 절연 특성으로 인해 게이트 유전체 물질로 유망

한 후보 중 하나이다[16-18]. 이중 poly(chloro-p-xylene) 

(Parylene C)는 대표적인 Parylene의 유도체로써 현재 

다수의 연구자가 고분자 유전체로써 활용하고 있는 소

재이다[19,20]. 하지만 Parylene C의 우수한 유전체로써

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분자 내에 존재하는 반복 단

위의 염소 원자는 유전체 표면의 분극 효과 및 유기반

도체 층 사이의 계면에서 전하 트래핑을 유도하며, 이

는 소자구동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

고 있다[18,21-23]. 또한 유기반도체 물질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표면에너지로 인해 공액 분자의 pi-pi 쌓

임 구조가 작용하여 박막구조 최적화 과정에 대한 방

해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18,24].

본 연구팀은 OFET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게이트 유전체 층의 표면 특성 제어를 통

해 소자성능 향상 및 구동안정성 개선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기조립단분자막

(self-assembled monolayer, SAM)을 유기반도체와 유전

체 사이의 중간층으로 도입하였다[25-29]. 특히, 유기 

실란계SAM 물질은 최종 작용기의 화학적 변형의 용이

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용한 표면 개질 물질이며, 다양

한 작용기를 도입함으로써 적절한 표면에너지 및 화학

적 특성의 제어가 가능하다[29-33]. 또한, 다양한 말단

기를 가진 중간층의 존재는 유전체 표면과 위에 형성

되는 유기반도체 분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변화시켜 

박막의 구조적 형태와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최적의 소자성능

을 확보할 수 있다[28,29,34-36].

본 연구에서는 Parylene C 게이트 유전체 표면에 형성

되는 전하 트래핑 문제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소자구동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작용기를 가지는 유기 

실란계 중간층을 도입하여 OFET 성능을 평가하였다. 적

용된 소자는 Bottom-gate top-contact (BGTC) 구조를 가

지는 OFET를 이용하였으며, poly(ethylene-2,6-aphthalate) 

(PEN) 기판 위에 게이트 유전체로 Parylene C를 증착 시킨 

후, 두 종류의 유기 실란계 SAM물질인 hexamethyldisilazane 

(HMDS)과 octadecyltrichlorosilane (ODTS)를 중간층으로 

사용하였다. SAM 중간층을 도입하는 것은 Parylene C 

표면에너지 제어와 함께 표면의 염소원자 노출을 최소

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유기활성층으로써 P형 단

분자 반도체 소재인 dinaphtho[2,3-b:2′,3′-f ]thieno[3,2-b]- 

thiophene (DNTT)를 사용하였으며, 유기 분자선 증착법

(organic Molecular Beam Deposition, OMBD)을 이용하

여 박막을 형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OFET 소자

는 1000번의 transfer 특성 측정을 통해 이동도 및 문턱

전압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자구동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OFET 소자 제작

2 × 2 cm2 크기로 자른 PEN 필름은 기판으로 사용되

었다. 100 nm 두께의 Al 게이트 전극은 약 10–7 Torr에

서 열증착기를 사용하여 10 Å/s의 속도로 새도우 마스

크를 통해 기판위에 형성하였다. Parylene C 게이트 유

전체 층은 화학기상증착 기반의 Parylene 코팅 시스템

(ETPC-4035)을 이용하여 게이트 전극이 형성된 기판

위에 600 nm 두께로 형성되었다. Parylene C 유전체 층 

표면을 개질하기 전에 표면을 30분간 UV/O3 (253.7 nm)

에 노출시켜 표면에 하이드록실기를 형성시켰다. 주사

기를 이용해 두 개의 비커에 HMDS (Sigma Aldrich)와 

ODTS (Sigma Aldrich)를 각각 0.5 mL씩 떨어뜨린 뒤, 

기판을 고정한 슬라이드 글라스를 비커 위에 거꾸로 

덮어두고 2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그 다음 기판을 회수

하여 120oC에서 20분간 오븐에서 열처리를 하였다. 마

지막으로 상온으로 식힌 기판을 톨루엔, 아세톤, 에탄

올 순으로 세척한 뒤 질소 건조를 이용하여 세척을 마

무리하였다. 그 후, p형 반도체 물질인 DNTT는 약 10–7 

Torr의 압력과 0.2 Å/s의 증착 속도로 OMBD를 통해 

박막을 형성시켰으며, 박막의 두께는 40 nm로 고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70 nm 두께의 Au 전극 (소스와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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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10–7 Torr의 압력과 7 Å/s의 속도로 섀도우 마스크

를 통해 증착하였으며, 채널 폭(W)과 채널 길이는 1 mm

와 50 μm로 고정하였다.

2.2. 특성 분석

다양한 SAM중간층으로 처리된 Parylene C 유전체

의 표면에너지(γs)는 기판상의 두 프로브 액체(물 및 

diiodomethane)의 접촉각을 접촉각 분석기(Phoenix 300 

A, SEO Co., In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γs 값은 다

음 Owens-Wendt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cos 





 






 

(1)

여기서 γs 및 γlv는 각각 유전체 표면과 프로브 액체

의 표면 에너지이며, 위 첨자 d 및 p는 각각 표면 에너

지의 분산 및 극성 요소를 나타낸다. 표면형태는 

Nanoscope 5.3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탭핑 모드의 원

자력 현미경(AFM)을 사용하여 특성화되었다. Hewlett 

Packard HP4156A 반도체 매개 변수 분석기를 사용하

여 실온과 어두운 조건하에서 OFET 성능이 측정되었

다. 소자의 전류-전압 특성은 전형적인 p 형 트랜지스

터를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음의 게이트 바

이어스가 적용된 축적 모드와 접지된 소스 전극, 그리

고 음으로 바이어스된 드레인 전극으로 구동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 제작한 OFET 단위소자의 구조는 Fig. 

1(a)에 개략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화학적 이량체인 

Parylene C 전구체를 160oC 이상의 온도에서 기화시킨 

다음 고온상태(750oC)에 노출시켜 이량체를 열분해시

킨다. 열분해로 생성된 단량체를 저온의 증착 챔버 내

에서 PEN 기판 표면에 물리적 흡착과 표면 중합을 유도

하여 균일한 Parylene C 필름이 형성시켰다. Parylene C 고

분자 유전체 표면은 유기 실란계 SAM 물질인 HMDS

와 ODTS를 증기증착법을 이용하여 유기 중간층으로 

도입하였다. 유기 중간층으로 개질된 유전체의 표면은 

접촉각 측정을 통한 표면에너지 계산으로 특성화되었

다.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은 Parylene C 기판의 표면에

너지는 48.91 mJ/m2으로 가장 높은 표면에너지가 측정

되었고, 이는 극성이 높은 염소원자나 하이드록실기 같

은 작용기들이표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HMDS와 ODTS SAM 중간층 처리 후 표면에너지는 각

각 38.98과 29.17 mJ/m2로 감소하였고, 이는 표면의 염

소원자를 알킬 사슬 및 알킬 작용기로 덮어서 표면에

너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7,38]. 중간층으로 

형성된 SAM의 분자구조에 대한 모식도는 Fig. 1(b)에 

제시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준비한 세 가지 형태의 Parylene 

C 게이트 유전체 표면위에 DNTT를 증착한 뒤 AFM을 

통해 표면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OFET 소자내의 전

하 캐리어들은 게이트 유전체 표면 근처의 반도체 층

을 통해서 대부분 흐르기 때문에 유기 반도체의 형태 

및 결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소자성능을 평가하는데 있

어 중요하다[37-39]. 단순 Parylene C와 HMDS, 그리고 

ODTS를 도입한 Parylene C 유전체 표면에서 DNTT 박

막이 잘 정의된 입자와 입자경계를 가진 다결정 그레

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DNTT의 그레인

은 island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HMDS 중간층이 적용

된 기판에서 가장 큰 그레인이, 그리고 ODTS가 적용

된 경우가 bare보다 약간 큰 그레인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기본적으로 증착된 그레인의 크기는 

핵밀도에 의해 크게 결정되며, 핵생성은 균질 핵생성

과 표면 매개 이종 핵 생성의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다. 기판과 증착된 박막 사이의 표면에너지 차

이는 박막내부의 분자 배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26,38,42]. 표면에너지 비율 차이가 1

보다 클 경우 증착된 분자는 기판에 고정되어 표면 매

개 이종 핵 형성으로 성장하기 쉽다. 반대로 표면에너

지 차이 비율이 1보다 작을 경우 분자간 상호 작용이 

분자와 기질 사이보다 더 강하여 결과적으로 균질한 핵

형성을 촉진한다. DNTT의 표면에너지는 46.53 mJ/m2

으로 Bare Parylene C와 HMDS, ODTS 처리된 기판과

의 표면에너지 비율 차이(γs(유전체)/γs(DNTT))는 각각 

1.05, 0.84, 0.62 이다. 따라서 Bare Parylene C와 ODTS 

Figure 2. AFM images of 50 nm thick DNTT deposited on

the various organic interlayers.

Figure 1.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top-contact bottom- 

gate DNTT OFET and chemical structure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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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기판에 성장시킨 DNTT는 두 가지 핵 생성 메

커니즘 중 하나가 우세하여 작은 입자 크기가 나타난 

것이며, 표면에너지 비율이 1과 가까운 HMDS에서는 

한쪽의 핵생성 메커니즘이 우세하지 못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핵밀도가 크고 입자 크기가 큰 그레인

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제작된 OFET의 단위소자에 대해 output 

(ID-VD) 특성과 transfer (ID-VG) 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며, 

여기서 ID는 드레인 전류, VD는 드레인 전압 그리고 VG

는 게이트 전압을 나타낸다. Output 특성에서 볼 수 있

듯이 모든 장치는 낮은 VD구간에서 선형 영역이 명확

하게 나타나며, VG를 초과하는 VD에서 포화 영역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p형 트랜지스터로 구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Output 곡선의 최대 VG (-40 V)에서 관찰

된 최대 ID 값은 ODTS를 도입한 경우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으며, HDMS를 도입한 OFET에서는 이보

다 약간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Bare의 

경우 ODTS와 HMDS와 비교하면 약 절반 정도의 최대 

ID 값이 측정되었다. VD = -40 V에서의 OFET의 transfer 

특성(ID 및 |ID|1/2 vs. VG)은 Fig. 3(d)∼(f)에 나타냈다. 

여기서 on/off ratio,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 Vth) 및 

가장 중요한 전계효과 이동성(field-effect mobility, μ

FET)을 포함한 장치 매개 변수를 추출할 수 있다. OFET

의 on/off ratio는 로그 스케일의 곡선에서 추출되며, 

bare 장치에서 8 × 103, HMDS 장치에서 1 × 104, 그리

고 ODTS 장치에서 3 × 104을 나타냈다. Vth 및 μFET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ID|1/2 vs. VG 그래프는 모든 

DNTT OFET에서 높은 선형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다. Vth는 VG 축과 만나는 절편(ID = 0)에서 구할 

수 있으며, μFET = 2L/(CiW)⋅(∂ID
1/2/∂VG)2의 식을 통

해 μFET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W와 L은 각각 채널 폭과 

길이이며, Ci는 유전체의 전기용량을 나타낸다. Bare 

Parylene C의 경우와 HMDS, ODTS 처리가 된 OFET 경

우에서 Vth 각각 -5.23, -6.81, 그리고 -7.22 V로 측정되

었다. 또한 OFET에서 |ID|1/2 vs. VG 그래프의 기울기

는 ODTS와 HMDS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Bare 경

우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과적으로 ODTS에서 성장한 DNTT층을 기반으로 하는 

OFET의 μFET 은 0.34 cm2V-1s-1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HMDS에서는 이와 비슷한 0.32 cm2V-1s-1, Bare

에서 가장 작은 0.12 cm2V-1s-1의 μFET 값을 얻을 수 있었

다. 이러한 μFET 값의 증가는 DNTT의 표면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된 그레인 크기를 비교한 결과와 다소 대비

되는 것이지만, HMDS와 ODTS 처리를 통하여 CH3 및 

알킬 사슬로 표면을　덮어　Parylene C의 염소 원자로 

인한 전하 트래핑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3].

OFET의 전기적 안정성과 SAM 중간층 사이의 관계

를 조사하기 위하여 transfer 특성을 1000번의 반복 측

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Fig. 4는 1000번의 측정 중 매 

50번마다 측정된 그래프를 정리한 결과이다. ID vs. VG 

그래프에서 세 종류의 소자 모두에서 on-전류와 off-전

류 모두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turn-on 전압

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왼쪽

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Fig. 4 (a)∼(c)). 특히 off-

Figure 3. (a-c) Output characteristics and (d-f) transfer 

characteristics of DNTT OFETs with variable organic SAM 

interlayers: Bare, HMDS, and ODTS. The applied VG for 

output characteristics was from 0 to -40 V with -10 V per 

step. The applied VD for transfer characteristics was fixed at 

–40 V.

Figure 4. Transfer characteristics of DNTT OFETs with 1000

cycles. (a)-(c) ID vs. VG plot and (d)-(f) |ID|1/2 vs. VG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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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의 감소폭이 on-전류 감소폭보다 커서 on/off ratio

가 점차 증가하며 bare Parylene C 경우와 HMDS, ODTS 

처리한 경우에서 각각 2.0 × 104, 1.5 × 105, 그리고 9.7 

× 104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연

속적인 transfer 특성의 측정으로 인해서 일부 캐리어

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OFET의 게이트 유전체에 트

랩핑되어 성능에 변화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Fig. 4(d)

∼(f)는 |ID|1/2 vs. VG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세 소자 

모두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면

서 음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OFET의 |ID|1/2 vs. VG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μFET 값은 비례 관계이므로 1000번의 transfer 특성 측정 

동안에 μFET 은 변화없이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이 결과는 Fig. 5에 정리하였다.

Fig. 5는 1000번의 transfer 특성 측정과 20분간의 bias

를 가하면서 확인한 OFET의 성능 변화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Fig. 5(a)에서 볼 수 있듯이, Bare 

Parylene C 경우와 HMDS 그리고 ODTS로 처리된 경우

에서 0.12 cm2V-1s-1, 0.32 cm2V-1s-1, 그리고 0.34 cm2V-1s-1

으로 측정된 초기 OFET의 μFET 값은 1000번의 transfer 

특성 측정 후 0.11 cm2V-1s-1, 0.28 cm2V-1s-1, 그리고 0.34 

cm2V-1s-1로 나타났다. 세 소자 모두 초기에 측정된 μFET 

값과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Fig. 4(d)∼(f)에서 관찰된 기울

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과 잘 일치하였다. 전반적

인 OFET의 μFET 값은 ODTS > HMDS > bare 순으로 높

은 것을 볼 수 있었으나, Bare 기판을 적용한 OFET이 

μFET 값이 가장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

지만 변화의 정도는 세 경우 모두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으로 판단된다. μFET의 변화보다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

는 것이 Fig. 5(b)에서 보여주는 Vth 변화에 대한 결과이

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Vth는 Bare Parylene 

C 경우와 HMDS 그리고 ODTS로 처리된 경우에서 각

각 -5.23, -6.81, 그리고 -7.22 V로 측정되었다. 1000번의 

transfer 특성 측정 후 OFET의 Vth는 각각 -16.17, -15.34, 

그리고 -13.97 V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값이 측정되

었으며, ODTS 처리가 된 OFET에서 Vth의 이동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Parylene C 기판에 노출

된 염소원자가 ODTS SAM이 가지고 있는 알킬 사슬로 

인해 덮여 전하의 트랩핑 효과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

다.

Fig. 5(c)는 VG를 -40 V, VD를 -40 V로 유지하면서 

최대 ID류 변화를 확인한 그래프이다. 아무 처리도 하

지 않은 Bare 기판에서는 초기 6.23 × 10-6 A의 on 전류

에서 시작하여 점점 감소하여 20분이 지난 후 5.27 × 

10-6 A로 감소하였다. HDMS는 9.33 × 10-6 A에서 시작

하여 초반에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9.65 × 10-6 A로 감소하였다. ODTS 처리를 

한 장치의 경우 1.01 × 10-6 A에서 시작하여 HMDS 처

리한 장치처럼 초반 드레인 전류가 약간 증가하는 모

습을 보였으며, 20분간의 바이어스를 가해준 뒤에 1.00 

× 10-6 A로 드레인 전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Parylene C 유전체만을 사용

한 경우에 비해서 HMDS와 ODTS를 도입한 경우에서 

최대 ID 변화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분자 유전체 표면에 알킬 구조를 갖는 표

면처리가 OFET 소자 구동의 안정성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arylene C 고분자 유전체가 적용된 

OFET의 전기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게이트 유

전체와 유기 반도체 사이에 유기 실란계 HMDS와 

ODTS SAM 중간층을 도입하였다. 유기 중간층을 가진 

Parylene C 유전체 표면에서 유기 반도체 필름의 형태

학적 및 결정의 변화가 나타남을 관찰하였으며, 1000

번의 연속적인 transfer 특성 반복측정과 20분간의 bias

실험을 통해 소자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1000번의 transfer 특성 측정을 통한 μFET, Vth변화는 

Bare Parylene C 유전체를 사용한 경우보다 HMDS, 

ODTS 처리를 한 OFET 소자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남

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유기 실란계 SAM 중간층의 

도입으로 인해 Parylene C 표면의 극성 작용기들을 효

과적으로 알킬 사슬로 덮어 전기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ODTS 처리로 전반적인 OFET의 성능 

향상과 안정성 개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고분자 유전체를 적용한 유연전자소자의 

성능향상과 안정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Figure 5. Variations in the performances for (a) μFET and (b) 

Vth during 1000 operation cycles. (c) Maximum ID variation 

of DNTT OFET at VG = – 40 V and VD = – 40 V for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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