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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ie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organic thin-film transistors (OTFTs) fabricated at different
deposition rates by measuring the field-effect mobility and the threshold voltages. As the active
layer, pentacene thin film with a thickness of 50 nm was deposited at a rate of 0.05 Å/s to 1.14 Å/s.
The thickness of the drain-source gold electrode was 50 nm. The mobility was 1.9 × 10−1 cm2 /V·s
at a deposition rate of 0.05 Å/s, the mobility increased to 5.2 × 10−1 cm2 /V·s when the deposition
rate was increased to 0.4 Å/s, and then the mobility decreased to 6.5 × 10−2 cm2 /V·s when the
deposition rate decreased to 1.14 Å/s. Thus, the mobility of pentacene OTFTs was observed to
depend on the thermal deposi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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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각 다른 증착 속도로 제작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organic thin film transistor, OTFT) 의
전하 이동도와 문턱 전압을 측정하여 전기적 성질을 분석했다. OTFT의 활성층으로, 펜타센 (pentacene)
을 0.05 Å/s ∼ 1.14 Å/s의 증착 속도에 따라 50 nm의 두께로 진공 열 증착했다. 드레인-소스 전극은
금 (Au) 을 50 nm의 두께로 증착했다. 펜타센 증착 속도가 0.05 Å/s일 때 전하 이동도는 1.9 × 10−1
cm2 /V·s 였고, 증착 속도가 0.4 Å/s로 증가함에 따라 전하 이동도는 5.2 × 10−1 cm2 /V·s 로 증가했으며,
증착 속도가 1.14 Å/s로 증가함에 따라 전하 이동도는 6.5 × 10−2 cm2 /V·s 로 감소했다. 따라서, 펜타센
기반의 OTFT의 전하 이동도는 열 증착 속도에 의존함을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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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field-effect transistior, FET) 가
처음으로 1930년에 설계되었고, 유기물을 이용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organic thin film transistor, OTFT) 가 1986
년에 제작되었다 [1,2]. 최근 유기물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
적이고 전기적 효율이 좋은 펜타센 기반 OTFT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3–7]. 그 이후로, 높은 전기적 특성을 갖
는 저비용 유기물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증착
속도, 전후 열처리, 박막 재료와 같은 다양한 제작 조건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 [8–10]. 그중에서도 유기물의 증착
속도에 따른 OTFT의 성능에 대한 연구는 증착 속도가 느릴
수록 높은 전하 이동도를 보인다는 연구만이 수행되어왔다
[8,9].
본 연구에서는 유기물 반도체인 펜타센을 사용해 다양한
증착 속도에 따라 OTFT를 제작하여 증착 속도가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전기적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증착 속도 구간을 확인하였다.

II. 실 험
펜타센 기반의 OTFT는 ∼10−6 Torr의 진공 하에서 열
증착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기판으로는 p 타입의 SiO2 가
200 nm 쌓여있는 Si 기판을 사용했다. 기판 표면의 불순물

Fig. 1. (Color online) (a) Moblility and (b) threshold
voltage of pentacene based OTFT as a function of deposition rate.

제거를 위해 아세톤, RBS-25, 증류수, IPA로 각 15분씩

III. 결 과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 세척하였다. 세척 후 기판에 남아
있는 용액은 질소 가스를 이용해 증발시켜 표면이 깨끗한
기판만을 사용하였다. OTFT의 활성층으로는 펜타센을
50 nm 증착하였고, 각각 0.05 Å/s, 0.14 Å/s, 0.32 Å/s,
0.4 Å/s, 0.66 Å/s, 0.71 Å/s, 0.73 Å/s 그리고 1.14 Å/s의

Fig. 1(a) 는 펜타센의 증착 속도에 따른 OTFT의 전하
이동도를 보여준다. 전하 이동도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2,3,11,12].

속도로 증착했으며 씨크니스 모니터 (thickness monitor) 로
증착 두께와 증착 속도를 측정했다. 탑 컨택 (top contact,

µsat

2L
=
W Ci

( √
)2
∂ Ids,sat
∂Vgs

(1)

TC) 방식으로, 드레인-소스 전극은 금 50 nm를 열 증착
방식 하에 증착했으며, 증착 속도는 0.4 Å/s로 고정하였다.

여기서 µsat 는 포화 구간에서의 전하 이동도이며, Ci 는 게

OTFT 채널의 길이와 폭은 각각 90 µm와 1,100 µm로 제작

이트 절연체의 전기용량, Ids,sat 는 포화 구간에서의 드레인-

하였다. 증착 속도에 따른 전기적 성질의 변화를 확인하기

소스 전류, Vgs 는 게이트-소스 전압, L 은 OTFT의 채널 폭,

위해, 키슬리 2400 소스미터 (Keithley 2400 source-meter)

W 는 채널 길이이다.

와 프로브 스테이션 (probe station) 을 사용하여 각 샘플의

펜타센의 증착 속도가 0.05 Å/s에서 전하 이동도는 1.9

전하 이동도와 문턱 전압을 측정하였다.

× 10−1 cm2 /V·s 로 확인되었고, 0.14 Å/s, 0.32 Å/s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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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4 Å/s의 증착 속도에서는 전하 이동도가 각각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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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32 Å/s의 증착 속도 범위에서 증착한 경우의 전하
이동도는 1.7 × 10−1 cm2 /V·s ∼ 2.6 × 10−1 cm2 /V·s 의
범위로 전하 이동도가 상대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펜타센의 증착 속도가 감소할수록 전하 이동도는
증가한다는 기존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이다 [8,9].
Fig. 1(b) 는 증착 속도에 따른 펜타센 기반 OTFT의 문턱
전압을 나타낸다. 문턱 전압은 식 (2) 를 게이트-소스 전압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고 선형 구간을 피팅 하여 얻은 x 절편
값으로 취했다.
√
√
µsat W Ci
Ids,sat =
(Vgs − Vds )
(2)
2L
여기서 Vds 는 드레인-소스 전압을 나타낸다.
0.05 Å/s에서 1.14 Å/s까지의 문턱 전압은 각각 8.9 V,
6.7 V, 10.1 V, 10.7 V, 9.4 V, 8.1 V, 8.7 V 그리고 10.4 V로
확인됐다. Fig. 1(a) 에서 나타난 OTFT의 전하 이동도와는
달리, 증착 속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문턱 전압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특정한 구간에서 급격히 변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펜타센의 열
증발에 의한 증착 속도가 OTFT의 문턱 전압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각각 (a) 0.05 Å/s, (b) 0.4 Å/s, 그리고 (c) 1.14
Å/s의 증착 속도로 제작된 OTFT의 I − V 특성 그래프이
다. Fig. 2(a) 에서 볼 수 있듯, 0.05 Å/s의 증착 속도에서의
드레인-소스 전류는 Fig. 2(c) 에서 나타난 1.14 Å/s의 증착
속도의 경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보고와 같이, OTFT의 I − V 특성 그래프에서도 펜타센의

Fig. 2. (Color online) I − V characteristic curves for a 50
nm pentacene based OTFTs: (a) 0.05 Å/s, (b) 0.4 Å/s,
and (c) 1.14 Å/s of deposition rate, respectively.
cm2 /V·s로 확인되었다. 증착 속도가 0.05 Å/s에서 0.4 Å/s
로 증가할수록 전하 이동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0.66 Å/s, 0.71 Å/s, 0.73 Å/s 그리고 1.14 Å/s의
증착 속도에서의 전하 이동도는 각각 3.1 × 10−1 cm2 /V·s,
8.2 × 10−2 cm2 /V·s, 7.4 × 10−2 cm2 /V·s 그리고 6.5 ×
10−2 cm2 /V·s 로, 증착 속도가 0.4 Å/s에서 1.14 Å/s로
증가할수록 전하 이동도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0.4 Å/s의 특정 증착 속도 구간에서 OTFT의 전하
이동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펜타센을 0.71 Å/s에서 1.14 Å/s의 증착 속도 범위
에서 증착하였을 경우의 전하 이동도는 6.5 × 10−2 cm2 /V·s
∼ 8.2 × 10−2 cm2 /V·s 의 범위인 반면, 펜타센을 0.05 Å/s

증착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b) 는 전하 이동도가 가장 증가한
증착 속도 0.40 Å/일 때의 I −V 특성 그래프이다. Fig. 2(a)
와 Fig. 2(c) 에 비해 각 게이트-소스 전압에서 드레인-소스
전류가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 은 각각 0.05 Å/s, 0.4 Å/s, 그리고 1.14 Å/s 의
증착 속도로 제작한 OTFT에 -40 V의 드레인-소스 전압이
인가됐을 때의 전달 특성 그래프이다. 인가한 게이트-소스
전압에 따라 0.05 Å/s의 증착 속도에서 제작한 OTFT의
드레인-소스 전류가 1.14 Å/s에서보다 상대적으로 향상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펜타센을 0.4 Å/s의 증착
속도로 증착해 OTFT를 제작했을 경우, 다른 증착 속도
구간에 비해 드레인-소스 전류가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펜타센은 증착 속도가 증가하면서 박막 상태
(thin film phase) 만이 아닌 덩어리 상태 (bulk phase) 도 공
존하게 되어 비정질 (amorphous) 의 성질을 보인다. 또한,
증착 속도가 증가하면 핵 생성 밀도 (nucleatio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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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원자힘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 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증착 속도와 전하 이동도의 관계를 결정
구조와 모폴로지 (morphology) 의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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