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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성 고분자는 용액 공정을 통해 박막 형성이 가능하며 형성된
박막이 유연하며, 단순한 추가 공정을 통해 전기적 특성 조절이 용
이하다.

§ 전도성 고분자 박막은 유기 및 페로브스카이트 광전 소자의 버퍼층
및유연전극으로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 기존 전도성 고분자 박막은 낮은 일함수를 가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본 기술은 전도성 고분자 박막의 표면 일함수를 증가시켜 상부의
반도체층과 옴 접촉을 가능하게 하여 발광 소자 및 태양 전지의
효율을향상시킨다.

§ 고-일함수 전도성 고분자 박막을 양극으로 사용할 시에 소자
구조를단순화시킬수있다.

기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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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Han, T.-W. Lee et al., Nat. Photon. 2012, 6, 105.

여기자소멸현상제어

T.-H. Han, T.-W. Lee et al., Adv. Mater. 2012, 24, 1487.

§ 고-일함수 전도성 고분자의 일함수가 최대 6.0 eV로 일함수가
낮은 다양한 전극 상부(ITO ~ 4.8 eV, Graphene ~ 4.4 eV 등)
에서유기및페로브스카이트반도체층과옴접촉이가능하다.

§ 고-일함수 전도성 고분자의 표면에 위치하는 불화 고분자
이오노모가 효과적으로 버퍼층과 반도체층 계면 사이에서
여기자소멸 (exciton quenching) 현상을제어한다.

§ 다양한 유기 및 페로브스카이트 전자 소자에서 양극 상에
버퍼층으로활용되어소자의성능을향상시킬수있다.
고-효율유기및페로브스카이트발광소자

H.-K. Seo, T.-W. Lee et al., Adv. Mater. 2017, 29, 1605587.

고-효율유기및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

K.-G. Lim, T.-W. Lee et al., Energy Environ. Sci., 2016, 9, 932.

고-효율단수구조유기발광소자

§ 고-일함수전도성고분자를양극으로사용할경우에추가적인
버퍼층 없이 상부에 위치하는 유기 및 페로브스카이트
반도체층과옴접촉을이룰수있다.

§ 고-일함수 전도성 고분자가 양극과 버퍼층 역할을 동시에
하여 소자 구조를 단순화 시킴과 동시에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연백색조명고-효율단수구조페로브스카이트발광소자

S.-H. Jeong, T.-W. Lee et al., NPG Asia Mater. 2017, 9, e411.



장점및전망

관련특허

§ 고-일함수전도성고분자박막은높은일함수를가지고있기때문에다양한유기및페로브스이트
반도체층과옴접촉을이룰수있으며, 은나노와이어,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등의다양한유연전극
소재와함께사용될수있어활용가능성이무궁무진하다.

§ 고-일함수전도성고분자박막은전도성고분자의낮은일함수를극복하여버퍼층및양극으로사용
하였을때유기및페로브스카이트전사소자의효율을극대화할수있다.

§ 특히, 고-일함수전도성고분자박막을양극으로사용할경우에소자구조를단순화하여소자를제작
하는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

§ 고-일함수전도성고분자박막은용액공정을통해형성이가능하여 roll-to-roll 공정을통하여저렴
하게박막형성이가능하다.

§ 단순화된유기발광소자및이의제조방법 (KR 10-1305869, PCT/KR2012/008290, DE 
112012004269.7, US 9,281,488, JP 5981999, CN ZL 201280049985.6)

§ 전극및이를포함한전자소자 (KR 10-1237351, DE 10 2012 104 196.1, US 13/478,110, CN 
ZL201210167769, JP 5395209)

§ 전도성박막및전자소자 (KR 10-1397256)

§ 높은일함수를가지는고분자전극을채용한단순화된유기전자소자 (KR 10-1302786, DE 10 
2012 104 440.6, US 8,999,527, CN ZL 201210165809.0, JP 6073845)

§ 고-일함수및고-전도도하이브리드전극을채용한전자소자 (KR 10-1523135, 
PCT/KR2014/001711, US 14/771,184, KR 10-1449249)

§ 금속할라이드페로브스카이트발광소자및이의제조방벙 (KR 10-2016-0010807, US 
15/37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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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Curved TV Digital screens and billboards

Flexible displays Solar cellsAutomobile displays

Smart phones

Illumination

Flexible lighting

기술관련기업
§ 디스플레이기업
§ 조명기업
§ 태양전지기업
§ 전도성고분자필름기업

핵심 기술
§ 우리는전세계최초로핵심기술관련특허건을국내에출원/등록하였으며, 해외에도특허를출원

/등록하였음.
§ 그외, 관련특허다수를한국및해외에출원/등록중임.

관련논문
• Control of Surface Composition of Conducting Polymer Complex Films for tuning the Work 

Function, Adv. Func. Mater. 2008, 18, 2246.
• Soluble Self-Doped Conducting Polymer Compositions with Tunable Work Function as Hole 

Injection/Extraction Layers in Organic Optoelectronics, Angew. Chem. Int. Ed. 2011, 
50, 6274.

• Extremely efficient flexible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with modified graphene anode, 
Nat. Photon. 2012, 6, 105.

• Universal high work function flexible anode for simplified ITO-Free organic and perovskite 
light-emitting diodes with ultra-high efficiency, NPG Asia Mater. 2017, 9, e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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