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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pentacene thin films of various thicknesses were fabricated by using the thermal
evaporation method, and the phase change, surface morphology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se films were analyzed. As the pentacene thin film became thicker, the orthorhombic phase,
the thin-film phase, and the bulk phase appeared, in that order, in the measured X-ray diffraction
patterns. Also, the roughness was found to change with the phase, as confirmed through atomic
force microscopy (AFM). A pentacene-based diode was fabricated, and the threshold voltage and
mobility were measured. When the orthorhombic phase was dominant, the diode’s threshold voltage
and mobility were 3.14 V and 3.64 ×10−7 cm2 / V·s, respectively, and when the thin-film phase was
dominant, those results were 1.50 V and 5.08 × 10−5 cm2 / V·s. When the bulk phase began to
appear, the threshold voltage and mobility of the diode were 2.80 V and 6.75 × 10−5 cm2 /V·s. In
this way, we were able to observe the dependenced of the electrical properties on the properties of
th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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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센 박막의 두께 변화에 따른 상 변화, 모폴로지와 소자의 전기적 특성
김두리 · Zhirayr Baghdasartan · 이기진∗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서울 04107,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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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열 증착 방법을 통해 여러 두께의 펜타센 (pentacene)박막을 제작하여 상 변화, 표면 모폴로지
(morphology) 와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펜타센 박막이 두꺼워질수록 orthorhombic phase,
thin film phase, bulk phase가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을 X-ray diffraction 측정 결과로 확인하였다. 또
한 상변화에 따른 거칠기를 AFM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펜타센 기반 다이오드를 제작하여 문턱 전압,
이동도를 측정하였다. orthorhombic phase가 우세할 때 다이오드의 문턱 전압과 이동도는 3.14 V, 3.64
×10−7 cm2 / V·s, thin film phase가 우세할 때는 각각 1.50 V, 5.08 × 10−5 cm2 / V·s였다. bulk phase
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각각 2.80 V, 6.75 × 10−5 cm2 /V·s였다. 이를 통해 특정한 상의 성질을 나타낼
때의 전기적 특성을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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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에는 발광 다이오드/유기발광 다이오드, 트랜지
스터/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태양 전지/유기 태양 전지 등
과 같은 무기/유기 반도체 물질로 만든 광전자 장치들이
발전 중이다. 이중에서도 유기 반도체 물질은 무기 반도체
물질과 다른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보이고, 많은 이점이
있다. 먼저 처리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낮으면서 유연성이
뛰어나다. 특히, 유기 반도체 물질은 직접 빛을 방출할 수
있어 광전자 장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중이다. 그러
나 모든 유기 반도체 물질의 문제점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고효율 재료를 개발하거나 소자 구조를 최적화함
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유기 반도체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펜타센 (pentacene)
은 벤젠고리 5개가 직렬로 연결 되어있는 유기 물질이다.
1960년에 반도체 후보로 처음 보도되었으며 진공 증착으로
쉽게 박막을 얻을 수 있다 [2]. 펜타센이 진공 증착을 통해
박막을 이룰 때 결정화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이 나타날 수
있다. 1.41 nm와 1.60 nm 사이의 d00l 값 범위에 대응하는
최소 5개의 동질이상 (polymorph) 체를 얻을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는 펜타센의 두께와 기판의 온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3–7].
유기 반도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자의 전기적 특징은
유기 반도체 물질의 결정성 (crystallinity), 분자가 쌓이는
구조 (molecular stacking structures)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유기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유기 반도체 물질의 결정성,
쌓이는 구조에 따른 모폴로지 (morphology) 변화와 전기적
특성을 연구한다면 다양한 유기 반도체 소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 증착 방법 (thermal evaporation
method)을 통해 다양한 두께의 펜타센 박막을 제작한 뒤 상
변화와 표면 모폴로지, 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그 중에서도 주로 유기물 박막 트랜지스터에 사용되는
펜타센을 기반으로 다이오드를 제작하여, 상변화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확인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II. 실 험
펜타센이 성장될 기판인 ITO 유리는 펜타센을 증착하기
전에 세척과정을 거쳤다. 기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
해 아세톤 (acetone), RBS-25, 증류수, IPA(2-propanol) 의
세정제로 각각 15분씩 초음파 세척기 (Sae Han Ultrasonic
Co., SH-2100) 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세척 후에는 질소
가스를 사용해서 기판에 남아있는 세정제를 증발시켰다.

다음으로 펜타센 (99% purity, Sigma Aldrich) 은 진공 열
증착 방법을 통해 약 10−6 Torr의 고진공, 0.3 Å/s의 속도로
상온에서 증착하였다. 제작된 펜타센 박막은 10 nm – 60
nm이고,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상(phase)과 표면 모폴로지
(morphology) 를 엑스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과
AFM(atomic force microscopy)로 측정한 후 분석하였다.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펜타센 박막의 상, 표면 모폴로지
와 전기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펜타센 기반
의 다이오드를 제작하였다. 펜타센 층 위에 Al을 60 nm
증착하여 음극을 형성하였고 ITO는 양극의 역할을 한다.
전기적 특성은 OLED IVL Test System(McScience Inc.,
M6100)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기발광 소자에 전압을 가하면 낮은 전압에서 주입된
전하 (Iinjection ) 보다 유기박막의 결함이나 불순물에 의해
발생된 전하(Ibulk )가 주를 이루다가 평형상태를 거쳐 주입
된 전류가 주류를 이루면서 전류의 양이 지수적으로 증가
하게 된다. 그러나 주입된 전류가 벌크 내 트랩에 포획되기
시작하면서 제한을 받는데 이 영역을 공간 전하 제한 전류
(space charge-limited current, SCLC)영역이라고 부른다.
이때의 전류밀도는 식(1)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바탕
으로 이동도를 구하였다 [8]. 펜타센의 유전상수 (dielectric
constant)는 3.6을 이용했다 [9].
ISCLC =

9 V2
εµ
8 d3

(1)

III. 결과 및 토론
Figure 1 은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펜타센 박막의 상
변화를 확대한 XRD 스펙트럼이다. XRD 측정결과 5.65◦ ,
5.75◦ , 6.10◦ 에서 peak이 나타났는데, orthorhombic phase,
thin film phase, bulk phase에 해당하는 (001′′ ), (001′ ),
(001) peak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10–12].
Figure 2 와 Fig. 3 은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펜타센 박
막의 표면을 AFM으로 이미지화 한 것이다. Figure 2(a)는
펜타센을 증착하지 않은 ITO 유리의 표면이고 Fig. 2(b)는
orthorhombic phase를 나타내는 펜타센 10 nm이 증착된
상태이다. 이때 펜타센이 ITO의 갭을 불규칙하게 메운 것
을 볼 수 있다. Figure 2(c) 는 thin film phase를 나타내는
펜타센 30 nm이 증착된 상태로 작고 둥근 모양의 그레인
을 형성하며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d) 는 bulk
phase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펜타센 50nm가 증착된 상태
로 펜타센의 둥근 그레인을 메우기 시작하면서 각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기판 표면을 바로
위에서 찍은 Fig. 3 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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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XRD spectrum of pentacene thin
film with different thickness.

Fig. 3. (Color online) 1 µm × 1 µm TOP AFM images
of pentacene thin film with different thickness: (a) ITO
glass, (b) 10 nm, (c) 30 nm, (d) 50 nm.

Fig. 2. (Color online) 1 µm × 1 µm AFM images of
pentacene thin film with different thickness: (a) ITO
glass, (b) 10 nm, (c) 30 nm, (d) 50 nm.
이때 박막 표면의 거칠기는 Fig. 4 와 같은 양상으로 나
타난다.
Bulk phase가 나타나며 thin film phase의 둥근 그레인
사이의 갭을 메우는 50 nm일 때의 거칠기는 5.829 nm 로
제일 낮았고, thin film phase가 우세한 30 nm일 때의 거칠
기는 5.486 nm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Fig. 5 는 펜타센 박막 두께에 따른 다이오드의
J-V curve이다.
Orthorhombic phase가 나타나는 10 nm에서는 문턱전압
과 이동도가 3.14 V, 3.64 × 10−7 cm2 V·s 였고, Thin film
phase가 우세한 30 nm에서는 각각 1.50 V, 5.08 × 10−5

Fig. 4. Roughness of pentacene thin films with different
thickness.
cm2 V·s , Bulk phase가 나타나기 시작한 50 nm에서는
각각 2.80 V, 6.75 × 10−5 cm2 V·s였다.
문턱전압을 보면 thin film phase가 우세할 때 제일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ITO 양극에서 펜타센 박막으로의
정공 주입이 용이해짐을 의미하고, 단일상 상태일 때 전하
캐리어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문헌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13].
이동도의 경우는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이동도를 구하는 식 (1) 에서 전압이 미치는
영향보다 박막 두께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thin film phase일 때 다이오드와 bulk phase일 때
다이오드의 이동도를 비교해보면, 증가하는 효과가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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