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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전성 고분자 P(VDF-TrFE) LB박막의 전기광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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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optic modulators based on 25 monolayer langmuir-blodgett films of vinylidene fluoride
and trifluoroethylene, P(VDF-TrFE), were fabricated. The LB films were prepared by transferring the
monolayers on to an ITO coated glass with a surface pressure of 5 dyne/cm by use of the langmuirschaefer deposition method. Measurement of the electro-optic coefficient has been carried out using a
simple reflection techique. The E/O coefficient was found to be 154.9 pm/V and that value remained
stable for at least 5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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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전기광학 효과를 지닌 기능성 폴리머는 광통신이나
고밀도 저장 장치 등 응용에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1,2]. 특히 고분자 재료는 무기 재료와 반도체
재료에 비하여 응답속도가 빠르며, 광대역폭이 높고,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차세대 정보 통신용 소자에 상
용되는 물질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이
러한 고분자들이 비선형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
심 대칭 구조를 가지지 않아야 하므로 극화 (poling)
[4]와 같은 방법으로 쌍극자를 전장 방향으로 배열시
켜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분자 구조상 비중심
대칭 구조를 만족시킬 수 있었으나 정렬된 쌍극자들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적요동에 의해 원래의 무질
서 상태로 이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이완
을 억제하기 위해 분자들을 가교화 (cross-link)시키
거나 내부 전기장을 이용한 쌍극자 억제 [5-7] 등 많
은 방법들이 시도 되어 왔으나 아직도 산업적 요구
수준에 도달 하지 못하고 있다.
a. Corresponding author; csjung@cju.ac.kr

스핀코팅-극화 방법을 쓰지 않고도 견고한 비중심
대칭 구조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langmuirblodgett (LB) 방법을 들을 수 있다. LB 방법으로 비
중심 대칭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면상에 양친매성 분자들을 뿌려 물위에 분자가 안
정되게 후, 베리어로 막을 횡으로 압축하여 단분자막
을 형성한다. 형성된 단분자막을 고체 기판 위로 한
층씩 전이시키되, 이전방법은 각층의 분자 쌍극자 모
멘트가 비대칭이 되도록 수평이전방법이나 또는 수직
이전 방법 중 X나 Z형 이전방법을 사용한다 [8]. 본
연구에서는 poly (vinylidene fluoride) [PVDF]라는
결정성 고분자에 trifluoroethylene [TrFE]가 일정비율
로 혼합된 공중합 고분자 P(VDF-TrFE)를 시료로 사
용하였다. 이 고분자는 압전특성과 초전특성을 동시
에 가지고 있어 압전 변환기나 적외선 센서로 유용
[9]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전기 편극에 대한 이력곡선의
쌍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 이
용될 수 있다. 그리고 P(VDF-TrFE)는 다른 강유전성
고분자보다 큰 정전용량을 가지고 있어 성능이 뛰어
난 캐패시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 [10]. 이 고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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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H2F2 단위 분자에서 쌍극자모멘트는 음성 물질인
flourine에서 양성 물질인 hydrogen 방향으로 향해있
다. 이 고분자는 4가지 결정상을 가지고 있으나 β상
이 압전성과 초전성의 응용면에서 중요하다. β상의
결정립은 알짜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
립의 불규칙한 배향성으로 인해 거시적인 분극이 없
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신이나 열처리등을 통하
여 거시적 분극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규칙적 배열의 쌍극자 모멘트층을
단분자층 단위로 적층하여 거시적 분극층을 이룰 수
있도록 LB 방법을 사용하여 P(VDF-TrFE) 박막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수면 위에서 균일하고 안정된 langmuir
(L) 막을 형성하여 기판에 이전 시킬 수 있도록 분자
의 안정화 조건을 찾아내었으며, 이렇게 제작한 시료
를 ITO가 코팅된 유리판위에 적층하고 그 위에 알루
미늄전극을 올려 LB E/O 소자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소자에 대해 단순 반사법 (simple reflection technique)
[11]을 이용하여 전기 광학 계수를 측정하였고, 시간
안정성을 관찰 하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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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 setup for transferring P(VDF-TrFE)
langmuir films.

2. 실험 방법
2.1 P(VDF-TrFE) 고분자 시료 제작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강유전성 고분자인 P(VDFTrFE)(70 : 30 mol%) 로써, 극성 용매인 dimethyl
sulfoxide (DMSO)를 무게비 0.05 wt%로 제작하였다.
이 시료는 자성 막대를 사용하여 24시간 이상 충분한
교반하였고, 시료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0.2 μm
PVDF 실린지 필터 (syringe filter)를 사용하여 1회

Fig. 2. Schematic fabrication process for LB electro-optic
device.

필터링을 실험 직전에 시행하였다.
2.2 LB 박막의 제작 및 표면압-면적 곡선

위에 P(VDF-TrFE) 용액을 마이크로피펫 사용하여

LB 막을 증착하기 위한 실험장치도는 그림 1과 같

100 μl/min 속도로 3 ml를 떨어트렸다. 용매를 증발
시키기 위해 약 2시간 동안 안정화 시간을 가진 후

다. LB trough는 테프론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수면

베리어를 0.5 mm/sec의 속도로 분자의 면적을 압축

위에 뿌려진 분자들의 단층막을 형성하기 위해 단일
베리어 (single barrier)를 사용하였다. 물 표면의 표면

시켰다. 표면압이 5 dyne/cm가 되도록 한 후, 다시
베리어를 원 위치 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Π-A 곡선

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백금으로 제작한 whilhelmy

을 구하였다.

plate를 전자 저울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시스
템은 시리얼 통신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이 되고 HP-

2.3 전기 광학 계수 측정

VE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제어하였다. LB
trough(100 cm2)에 2차 증류수(18 MΩ)를 채우고, 그

전기 광학 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ITO glass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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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isotherm of P(VDF-TrFE) langmuir film.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the measurement of electrooptic coefficient.

       
   
   
     

(1)

P(VDF-TrFE) LB 막을 수평 이전 방법으로 25층 증

여기서  는 광원의 파장이고,  는 입사각,   은 인

착시키고, 그 위에 상부 전극은 진공 열 증착 방법으

가된 변조 전압의 진폭,  은 변조된 빔의 진폭, 그

로 알루미늄(Al)을 약 200 nm를 코팅하였다. 그림 2
는 전기 광학 계수 측정을 위한 시료의 전반적인 제

리고  는 보상기를 조절하였을 때 레이저 빔의 DC

작 공정을 나타내었다.

광 검출기에서 출력된 신호는 오실로스코프와 lock-in
amplifier에 입력된다.

그림 3은 전기 광학 계수 측정을 위한 실험 장치도
이다. 광원으로는 He-Ne 레이저(632.8 nm)를 사용하

성분 세기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1/2이 되는 값이다.

였고, 레이저 빔은 기판을 통과하여 알루미늄 전극에
45°로 입사한다. 이 빔은 기판을 통과해 ITO, LB 박
막으로 입사되고, 알루미늄 전극에 반사되어 나오게

3. 결과 및 고찰

된다. 입사빔의 편광방향은 전기장의 p편광 성분과 s

P(VDF-TrFE)와 같은 고분자는 양친매성 물질은
아니므로 수면 위에 langmuir 막의 형성이 어렵다.

편광 성분의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 glan-thompson
편광기를 사용하여 45°로 설정하였다. 샘플에서 반사
된 빔은 LB 막의 분자 구조에 의해 p편광과 s편광에
대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두 성분 사이에 위상지
연이 발생한다. Soleil-babinet 보상기는 위상을 제어
하는 소자로써, p편광 성분과 s편광 성분 사이의 위
상차를 90°가 되도록 조절하여 보상기를 통과한 후
빔이 원형 편광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 LB 막 사이
에 변조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원형 편광이 타원 편
광으로 변조되며, 이러한 편광 상태의 변조를 빛의
세기 변조로 바꾸기 위해 검광자를 사용하였다. 검광
자를 통과한 빔은 검출기를 통해 lock-in amplifier와
오실로스코프에 의해 빛의 세기 변조를 측정하게 된
다. 변조 전압을 인가 시 측정 되는 LB 막의 전기 광
학 계수  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하지만 반복적인 표면압-면적 곡선을 확인함으로써
물 위에 안정된 langmuir 막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론상 P(VDF-TrFE)의 단위 분자의 크기
는 약 5.7 Å2 이다. 그림 4는 물 표면에서 분자가 차
지하는 면적에 대한 표면압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
며, 이는 베리어를 움직여 면적을 변화시키면서 표면
압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면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
점, 즉 이 시점에서 분자들의 자유 에너지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을 역으로 계
산하여 0.55 Å2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는 분석해
볼 때 P(VDF-TrFE)의 분자량을 계산함으로써 수면
위에 뿌려진 고분자의 약 90%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약 10%의 고분자만이 langmuir 막을 형성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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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temporal dependence of surface area in a
P(VDF-TrFE) langmuir film.

Fig. 6. The electro-optic output intensity as a function
of the phase retardation.

균일한 LB 막을 기판에 증착 시키려면 우선 안정화
된 L 막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
서 수면 위에 남아 있는 분자의 양이 안정화 되는 시
간을 측정하였다. 2차 증류수로 채워진 LB trough에
P(VDF-TrFE) 시료를 뿌린 후 베리어로 분자들을 압
축시켜 표면압이 5 dyne/cm가 되도록 하였다. 이 때의
시간 기준값을 원점으로 하고, 분자가 점유하는 표면
적(A0)을 측정하였다. 베리어를 최대면적까지 확장시킨
후 다시 표면압이 5 dyne/cm가 되도록 하고, 이때까지
의 소요시간(t1)과 표면적(A1)을 측정한 테이터를 그림
5로 나타내었다. 만약 물 표면 위의 분자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면, 확장ㆍ재압축 과정에서 동일한 표
면압을 이루는 표면적은 일정하게 유지 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림 5의 그래프와 같이 동일 표면압을 만드는
표면적의 변화는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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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 oscilloscope trace of an electro-optic modulation
signal from a nano thickness langmuir-blodgett films of
copolymer P(VDF-TrFE).
upper: input signal(5 V/div), lower: modulated signal(5
mV/div)

Fig. 8. Linear dependence between input signal and
corresponding modulated signal.

것은 곧 표면적의 변화가 수면 위의 분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표면적이 유지되는, 즉 안정된 막이 형성되는
시간은 시료를 떨어트린 후 약 2시간 정도의 안정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은 25층 LB막 E/O 소자에 대해 측정한 위상
차에 따른 투과율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다. 보상기를
조절하여 DC 성분 세기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1/2 값이
되는 조건에서 LB E/O 소자에 AC 전압을 인가하였다.
이 경우 경사면의 기울기는 가장 선형적이므로 입력전
압에 대한 출력 전압은 가장 왜곡이 적다. 앞에 언급한
DC 성분의 1/2 에 해당하는 전압  는 0.11 V 이었으
며, 인가한 AC 전압의 진폭   은 10 V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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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측정한 변조 전압  은 그림 7에 보듯이 1.5
mV로 측정되었다. 입사 파장 632.8 nm, P(VDF-TrFE)

안정된 L 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약 2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이 필요함을 알았다. P(VDF-TrFE) LB

의 굴절률 1.42, 입사각 45°을 수식 (1)에 대입하여 전

막을 이용한 전기광학소자를 제작하였다. 25층LB 박

기 광학 계수를 계산하였다. 25층 LB막에서 측정한
전기 광학 계수는 154.9 pm/V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막으로 만든 정기광학소자로 부터 154.9 pm/V의 광
학 계수를 얻었다. 실험결과가 전기광학효과에 기인

스핀코팅으로 극화 과정을 거친 전형적인 유기물 전

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전기 광학 소자는

기광학소자보다 2 order 큰 수치이다. 그림 7은 오실로
스코프로 측정한 입출력신호를 보여준다. 위의 파형

50일의 측정 시간 동안 전기 광학 계수의 완화 현상
이 없음을 관측하였다.

은 입력신호로 주파수 1 khz, 진폭 10 V의 정현파로
서 함수발생기로부터 인가되었다. 아래의 파형은 인
가된 변조 전압에 대한 LB 막으로부터의 변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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