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999, Vol. 43, No. 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시안기를 가진 유기 EL 물질들의 합성 및 유기 EL 소자에서의 

발광특성평가

金東煜 

대 구교육대 학교 과학교육과 

(1998. 12. 1 접수)

Synthesis of Organic EL Materials with Cyano Group and Evaluation 
of Emission Characteristics in Organic EL Devices

Dong Uk Kim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Nam-gu, Taegu 705-715, Korea 

(Received December 1, 1998)

요 약. 고성능 전계발광(electroluminescent, EL) 소자에 사용되는 발광물질의 개발을 위하여 설계된 발광 

기능기의 분자구조는 비스스틸 렌구조의 발광기능기에 전자주입과 수송을 위한 시안기와 정공주입과 수송을 

위한 페닐아민기를 가진 구조이다. 위의 발광기능기로 구성된 고분자물질, PU-BCN과 저분자물질, D-BCN을 

합성하였다. PU-BCN과 D-BCN을 발광층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단층형 소자(SL)의 구조는 Indium-tin oxide 
(ITO)/발광층/MgAg 이고, 적층형소자의 구조는 ITO/발광층/oxadiazole derivative/MgAg, (DL-E)와 ITO/tri- 
phenylamine derivative/발광층/MgAg, (DL-H)의 두 종류이다. 동일한 발광기능기를 가진 고분자 발광물질, PU- 
BCN과 저분자발광물질, D-BCN은 전하주입과 수송성이 뛰어난 물질로 평가되었으며, 두 발광물질들은 높은 

전류밀도하에서 거의 동일한 발광특성을 보였다. 발광물질들의 최대 발광 피이크는 약 640 nm의 적색 발광영 

역에서 측정되었다.

ABSTRACT. Novel electroluminescent materials, polymer material, PU-BCN and low molar mass material, 
D-BCN with the same chromophores were designed and synthesized. A molecular structure of chromophore was 
composed of bisstyrylbenzene derivative with cyano groups as electron injection and transport and phenylamine 
groups as hole injection and transport. Device structures with PU-BCN and D-BCN as an emission layer were fa
bricated, which were a single-layer device(SL), Indium-tin oxide(ITO)/emission layer/MgAg, and two kinds of 
double-layer devices which were composed of ITO/emission layer/oxadiazole derivative/MgAg as a DL-E device 
and ITO/triphenylamine derivative/emission layer/MgAg as a DL-H device. The two emission materials, PU-BCN 
and D-BCN with the same emission-chromophore were evaluated as having excellent performance of charge in
jection and transport and revealed almost the same emission 난laracteiistics in high current density. EL emission 
maximum peaks of two material were detected at about 640 nm wavelength of red emission region.

서 론

유기전계발광(Organic Electroluminescence, EL)소 

자는 차세대 표시소자중의 하나로서, 소자의 특징으 

로서는 박막형태로 가볍고, 저전압구동, 넓은 시야각 

과 빠른 웅답속도를 가짐으로서 가장 이상적 인 표시 

소자로 각광받고 있다. 1987년 Kodak사의 Tang등이 

유기 EL 발광소자에 대해 발표한 후, 미국과 일본 등 

세계각국에서 유기 EL소자의 연구개발이 광범위하 

게 진행되고 있다.顷 현재 일본의 Pioneer사에 의해 

녹색의 유기 EL소자는 실용화되어 있으나, fuU-color 
표시소자를 위하여 필요한 청색과 적색의 발광소자 

는 아직까지 실용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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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 (H2C)6OOCHN NHCOO(CH2)6—

PU-BCN

D-BCN
Fig. 1. Molecular structures of PU-BCN and D-BCN.

일반적으로 발광물질의 설계방법으로 7t 결합의 

공역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분자구조에 전자 

공여기 혹은 전자흡인기를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할로겐기의 치환은 일중항으로부터 삼중항 

에로의 계간교차가 크게 되기 때문에 형광효율을 저 

하시킨다.” 또한 니트로기, 카르보닐기 그리고 아조 

기들은 공역계에 부과될 때 형광성을 저해하는 경우 

가 많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U

본 연구에서 분자설계되어 합성된 물질들은 동일 

발광기능기로 구성된 고분자발광재료, PU-BCN과 

저분자발광재료, D-BCN이다. 분자구조의 설계는 시 

안기를 발광기능기에 부가시켜 전자수송성과 전자 

주입효과를 향상시켰으며 , 트리페닐아민기의 도입 

으로 정공수송성과 주입성을 향상시켰다. 고분자발 

광재료의 경우는 발광기능기의 연결기로서 종래의 

알킬기 대신에 우레탄기를 도입하였다.9 설계된 두 

종류의 분자 구조들은 Fig. 1에 나타냈다.

실 험

EL 측정 및 기기

EL 소자의 특성은 전압-전류밀도-발광특성 및 발 

광스펙트럼으로 평가했다. 공기중의 수분에 의한 소 

자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석영창에 붙은 

Cryostate에 소자를 넣어 측정은 진공중에서 하였다. 

EL 강도의 상대적 비교는 광전자증배관(HAMA 
MATSU사, R649)을 접속한 Photon countor(HAMA 
MATSU사, C767)로 측정했다. 광량이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ryostate와 광전자증배관의 사 

이 에 투과율 1%의 ND filter를 부착시켜 측정하였다. 

또한 절대휘도는 휘도계(동경광학기계(주), BM-8, 
측정각 0.2°)로 측정했다. EL 스펙트럼은 집점거리 

100 mm의 Monochrometer(일본분광공업사, JT-10) 
와 Photon counter로 측정 했다.

형광스펙트럼은 형광분광광도계 (HITACHI 사, 

650-60)로 측정했으며, 자외가시광 흡수스펙트럼은 

분광광도계 (HTACHI사, 330)로 측정했다. 또한 EL 
발광최 대 피크가 600 nm보다 장파장에 있는 경우는 

Photonic multichannel analyzer(HAMAMATSU 人卜， 

PMA-U)을 이용하여 발광스펙트럼과 형광스펙트럼 

을 동일장치로 측정 하고 상호비교하였다.

EL 재료의 합성

유기 EL소자를 위하여 개발된 발광재료들은 고분 

자발광재료인 PU-BCN과 저분자발광재료인 D-BCN 
의 두가지 종류이 며 합성 법은 다음과 같다.

PU-BCN2I 합성

PU-BCN 전구체의 합성. 3 g의 클로로포름과 1 

g의 에탄올 혼합용액에 0.67 g(1.7 mmol)의 4-알데 

히드-4，-(6-히드록시 헥산-：I-올)트리 페닐아민과 0.49 
g(0.58 mmol)의 2,5디시아노-:1,4-크실릴렌비스(트 

리 페닐포스포니움브로마이드)을 넣는다. 0.50 mL의 

소디 움메 톡사이 드용액 (소디 움메 톡사이 드, 28%의 

메탄올용액)을 반응용액 중에 적하시키고 실온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완료 후, 반응용액은 초산 

으로 중화시킨 후, 감압농축한다. 얻어진 농축액에 

200 mL의 증류수와 300 mg 클로로포름을 넣어 

수층과 유기층으로 분리하여 유기층을 얻었다. 얻어 

진 유기층은 감압농축한 후, 칼름크로마토그라피(에 

틸아세테이트: n-헥산=2:1)을 사용하여 분리정제하 

였다. 이 결과, 0.08 g(15%)의 PU-BCN전구체를 얻 

었다.

'H-NMR(CDC13): 57.97-6.84(m. 32H, aromatic H 

and vinylic H), 3.96(t, 4H, benzene-O-CH2), 3.67(t, 
4H, -O-CH2), 1.90-1.20(m, 18H, C-(CH2)4-C and H- 
O-)； 13C-NMR(CDC13): ppm 156.32, 149.42, 147.19, 

139.69, 138.71, 134.33, 129.67, 129.32, 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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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1, 127.82, 124.30, 123.22, 120.98, 119.08, 
116.87, 115.48, 114.49, 68.09, 62.92, 32.69, 29.30, 
25.93, 25.55; IR(KBr): 3600-3200 cm-1(CH2-OH, 
O-H stretching), 2200 cm - ^benzene-CN, -CN 
stretching), 940 cm-1(-C=C-, trans C-H bending); 

Elemental analysis: calcd., C 80.15%, H 6.50%, N 
6.23%; obsd., C 79.13%, H 6.64%, N 5.84%.

PU・BCN의 합성. 2 g의 클로로벤젠용액 중에 

79.50 mg(0.09 mmol)의 PU-BCN전구체와 22.12 mg 
(0.009 mol)의 디이소시안산-4,4디페닐메탄을 넣는 

다. 180 °C에서 1시간 반응시 킨 후, 클로로벤젠을 제 

거하면서 190 °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완료 

후 냉각된 반응용액을 에탄올에 적하하여 침전시켰 

다. 얻어진 침전물을 45 °C에서 진공건조시켜 92 
mg(90 %)의 PU-BCN을 얻었다.

iH-NMR(CDC13): 67.98-6.50(m. 42H, aromatic H 

and vinylic H and H-N-), 4.16(t, 4H, CO-O-CH2-), 
3.94(t, 4H, benzene-O-CH2-), 3.84(s, 2H, benzene- 
CH2-benzene), 1.88-1.34(m, 16H, C-(CH2)4-C); IR 
(KBr): 2200 cm ~ ^enzene-CN, CN stretching), 1685 
cm '(-CO-, C=O stretching), 950 cm-1(-C=C-, trans 

C-H bending); Elemental analysis: calcd., C 78.37%, 
H 5.96%, N 7.31%; obsd., C 77.21%, H 6.04%, N 
7.23%.

D-BCN2| 합성

4 •알데히드・4 七메록시트리페닐아민의 합성, 30 
mL의 DMF에 4.06 mL(43.58 mmol)의 옥시삼염화인 

을 상온에서 적하하여 15분간 반응시켰다. 4.00 g 
(14.52 mmol)의 4-메톡시트리페닐아민을 10 mL의 

DMF에 용해시켜 반응용액에 가한 후, 95°C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을 상온으로 냉각시키 

고 20%의 수산화나트륨수용액, 73 g을 적하했다. 

30분 후, 이 반응용액에 200 m4 증류수를 넣고 

300 mL의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였다. 얻어진 유기 

층을 증류수로 2・3회 세척한 후 감압농축한다. 이 농 

축액을 칼름크로마토그래 피 (에 틸아세 테 이트: n-헥산 

=1:3)에 의해 정제하여 3.86 g(88 %)의 4-알데히드- 

4七메톡시트리페닐아민을 얻었다.

ifLNMR (CDC13): 59.77(s, 1H, -CO-H), 7.88- 

6.87(m. 13H, aromatic H), 3.82(s, 3H, -O-CH3); 13C- 

NMR(CDC13): ppm 190.35, 157.49, 153.66, 146.14, 
138.81, 131.34, 129.64, 128.45, 128.28, 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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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3, 118.12, 115.14, 55.48; IR(KBr): 2800 and 
2710 cm-1 (H-C=O, C-H stretching), 1650 cm-1 

(-CO-, C=O stretching), 1140 cm - ^O-CHa, C-0 

stretching); Elemental analysis: calcd., C 79.19%, H 
5.65%, N 4.62%; obsd., C 76.65%, H 5.48%, N 
4.36%.

D-BCN의 합성. 10 g의 클로로포름과 2 g의 에 

탄올 혼합용액에 L09 g(3.58 mmol)의 4-알데히드 

메톡시트리페닐아민과 1.50 g(1.79 mmol)의 2,5- 
디 시 아노-1,4-크실 릴 렌 -비 스(트리 페 닐 포스포니 움브 

로마이드)을 넣었다. 1.33 g의 소디움메톡사이드용 

액(소디움메톡사이드, 28%의 메탄올용액)을 반응용 

액에 천천히 가한 후, 반응은 실온에서 24시간 반응 

시 켰다. 반응용액은 초산으로 중화시 킨 후, 감압농축 

한다. 얻어진 농축액에 200 mL의 증류수와 300 mL 
의 클로로포름을 넣어, 수층과 유기층을 분리시켜 

유기층을 얻었다. 유기층을 감압농축하고 칼름크로 

마토그래피로 정제해서 0.29 g(23 %)의 D-BCN-S- 
얻었다.

XH-NMR (CDCI3): 87.97-6.85(m. 32H, aromatic H 

and vinyUc H), 3.82(s, 6H,-O-CH3); 13C-NMR(CDC13): 

ppm 156.78, 149.41, 147.18, 139.86, 138.71, 134.33, 
129.34, 128.33, 128.16, 127.81, 124.33, 123.26, 121.01, 
119.11, 116.87, 114.95, 114.51, 55.50; IR(KBr): 2200 
cn「'(benzene-CN, CN stretching), 950 cm 1(-HC= 

CH-, trans C-H bending); Elemental analysis: calcd., 
C82.62%, H 5.27%, N 7.71%; obsd., C 81.54%, H 
5.63%, N 7.18%.

결과 및 고찰

유기 EL소자에 적용하기 위하여 분자 설계되어 

합성된 고분자발광물질, PU-BCN 과 저분자발광물 

질, D-BCN의 합성은 Fig. 2와 Fig. 3의 합성방법에 

의해 합성되었다. 두 발광물질들의 분자구조는 'H- 
NMR, "C-NMR, IR분광분석과 원소분석에 의해 확 

인했다. 이 분석결과 설계된 분자구조를 가진 PU- 
BCN과 D-BCN이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PU- 
BCN의 경우 유리전이온도(Tg)는 로 측정되었

으며, GPC 분석에 의해 평균 분자량 (MW＞은 약 

50,00匹로 평가된다「°

발광소자의 제작을 위하여 투명전극 기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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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 precursor 15%

R ； — (H^JeOOCHN-^-g-Q-NHCOOfCH^—

PU-BCN 90%

Fig. 2. Synthetic route of PU-BCN.

HaCO 너38、
I"尸\ POCh _ 

3^0 fl /nOoho
0 O 

88%

- CN -
(◎盛。林 

NC

D-BCN 23%

Fig. 3. Synthetic route of D-BCN.

척을 하였다. 세척 후 기판은 에탄올에 보관한 후, 

사용직전에 건조시켜 사용한다.

EL소자의 유기박막 형성방법은 고분자와 저분자 

색소의 경우 각각 다르다. 고분자박막의 경우 본 연 

구에서는 스핀코팅에 의한 박막형성법을 채용하였 

다. 저분자색소의 경우 진공증착법에 의해 박막을 

제작했다. 고분자물질의 박막제작법 인, 스핀코팅 에 

의한 박막제작은 고분자를 클로로포름에 용해시켜 

사용하며 용액의 최적농도는 고분자의 분자량과 스 

핀코터의 조건에 의존한다. 고분자가 용해된 용액을 

IT0기판 위에 적하하고 스핀코터의 회전속도를 

3000-6000 rpm으로 하여 고분자의 박막이 약 100 
nm가 되도록 조건을 설정하였다. 고분자박막은 진 

공하에서 2시간정도 건조한다. 연구에 사용된 저분 

자물질의 박막제조법인 진공증착법은 약 io』pa의 

진공도에서 유기 재료를 탄탈보트로부터 저항가열에 

의해 승화시켜 ITO 기판위에 막을 만든다. 유기재료 

의 증착속도는 0.2-0.3 nm/s로 되도록 전류치를 조절 

하였으며 발광층의 뚜께는 100 nm가 되도록 하였 

다. 정공주입수송층으로 사용한 TPD층과 전자주입 

수송층으로 사용된 0XD층의 두께를 30 nm로 조절 

하였다. 유기박막층 위에는 음극으로 되는 2 mm의 

폭의 라인 형태의 MgAg 박막을 공증착을 통해 200 
nm로 두께로 만들었다. Mg와 Ag의 증착속도는 각 

각 0.4 nm/s 및 0.007 nm/s로 되도록 전류치를 조절 

했다.

또한 형광 스펙트럼과 UV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저분자재료의 경우는 진공증착법에 의해 석 

영기판 위에 박막을 만들었으며, 고분자재료의 경우 

는 스핀코팅 법 에 의 해 박막을 만들었다. Fig. 4에 전 

형적인 이층형 구조를 가지는 유기 EL소자를 나타 

내었다.

고분자발광물질, PU-BCN과 저분자발광물질, D-

인듐-주석산화물(ITO) 박막을 코팅한 유리기판을 이 

용했다. 이 ITO유리기판에 양극으로 되는 폭 2 mm 
의 라인의 고분자필름을 입힘으로 마스크작업을 한 

다. 고분자필름으로 마스크된 ITO 유리기판을 왕수 

(체적비; 염산: 질산=3:1)에 담구어, 마스크되지 않은 

ITO박막은 제거한다. 에칭이 끝난 ITO기판을 흐르 

는 물에 씻은 후, 알칼리성세제로 1시간, 증류수로 

1시간, 아세톤으로 30분, 에탄올로 1시간 초음파세 Fig. 4. Structure of typical two laye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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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uctures of EL devices and molecular struc
tures of OXD and TPD.

BCN의 EL 평가는 다양한 적층구조들을 가진 EL 소 

자들을 제작하여 평가하였다. 고분자발광재료의 경 

우 단층형소자 (SL)와 적층형소자 (DL-E)를 통하여 

발광특성을 평가하였다. 저분자발광재료의 경우 단 

층형소자(SL)와 두종류의 적층형소자(DL-E와 DL- 
H)로 발광특성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소자의 구조는 Fig. 5에 나타내었다.

고분자발광물질, PU-BCN의 발광특성의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한 발광기능기를 가지는 저분 

자발광물질, D-BCN과의 EL소자에서의 발광특성을 

비교평가하였다. 두 종류의 발광물질의 휘도와 전류 

밀도와의 관계는 Fig. 6에서 보이고 있다. 100 mA/ 
cn?의 전류밀도에서 PU-BCN 재료의 휘도는 단층형 

소자(SL)에서 582 cd/m2, 적층형소자(DL-E)에서 809 
cd/n?을 보이고 D-BCN 재료의 경우는 단층형소자 

(SL)에서 1365 cd/m2, 적층형 소자(DL-E)에서 957 
cd/m2, 적층형 소자(DL-H)에서 1435 cd/nf의 휘도를 

보이고 있다.

즉 PU-BCN 발광물질을 사용한 단층형 소자(SL) 
는 전류밀도 100 nA/ci子에서 0.53%를 보였으며 , 동 

일한 전류밀도에서 저분자발광재료, D-BCN은 단층 

형소자(SL)에서 0.99%의 외부양자효율을 나타내었 

다. 두 종류의 발광물질들이 단층형소자에서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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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uminance-current density characteristics of EL 
devices with a PU-BCN or a D-BCN layer as an em
issive layer.

발광효율을 나타내는 것은 발광기능기의 전하수송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종류의 

발광물질의 발광효율의 비 교에서 저 전류밀도인 1 
mA/cm2 이하에서는 PU-BCN을 이용한 소자의 휘도 

가 D-BCN을 이용한 소자와 비교해서 작지만, 1 
mA/cm2 이상의 전류밀도에서는 이 차는 점점 작게 

되어, 결국 높은 전류밀도에서는 고분자발광재료인 

PU-BCN의 소자와 저분자발광물질인 D-BCN의 소 

자와의 휘도차는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고분자발 

광물질, PU-BCN의 단층형소자의 최대 휘도는 228 
mA/cn?에서 1122 cd/m2, 적층형 소자의 최대 휘도는 

225 mA/cn?에서 1406 cd/n?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 

발광고분자, PU-BCN은 높은 휘도의 적색발광을 나 

타내었다.

PU-BCN과 D-BCN을 이용한 소자의 EL 발광스펙 

트럼과 PU-BCN과 D-BCN의 형광스펙트럼 (Photo
luminescence, PL)은 Fig. 7에서 상호 비교했다. EL 소 

자들의 발광최대 피크는 약 640 nm의 적색영역에 나 

타내었으며 PU-BCN과 D-BCN재료들의 형광스펙트 

럼은 EL 발광스펙트럼과 일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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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L spectra of various types of EL devices with a 
PU-BCN or a D-BCN layer, and PL spectra of organic 
films.

결 론

유기 EL소자를 위한 새로운 발광물질들인 고분자 

발광물질, PU-BCN과 저분자발광물질, D-BCN을 분 

자설계하여 합성하였다. 두발광물질들은 동일 발광 

기능기를 가지는데 발광기능기의 분자구조는 비스 

스틸릴벤젠유도체에 두 개의 시안기와 두 개의 페닐 

아민기를 도입하였다. 두 발광물질들이 단층형소자 

에서도 높은 발광효율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발광물 

질들은 뛰어난 전자주입 및 수송능력을 갖는 동시에 

우수한 정공주입 및 수송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고분자발광물질과 저분자발광재물질의 발광 특성의 

상호비교에서 고분자물질도 저분자물질에 못지 않 

은 발광효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고분자 

발광물질, PU-BCN과 저분자발광물질, D-BCN 사이 

의 저전류밀도에서의 발광효율의 차는 고분자막질 

의 불균질성 에 의한 누수전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두 발광물질들은 동일한 EL 발광피크를 보 

였으며 발광 최대파장은 640 nm로 적색 발광파장영 

역였다. 또한 발광피크들은 형광피크들과 일치함을 

보였으므로 발광현상은 설계된 발광물질로 구성된 

발광층내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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