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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유기 전계발광 소자(OELD)는 평판 디스플레이에 응용될 수 있으二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금속 킬레이트 착물은 발광층을 구성하는 물질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는 

효율적인 전계발광(EL)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색 발광을 나타내는 몇 가지 금속 킬 

레 이트 착물들을 합성하였다. 리간드로는 quinaldate나 8-quinoline carboxylate를 사용하였고 중심 금속으로 

는 베릴륨과 아연을 도입하였다. 이 착물들에 대하여 FT-IR, MS/FAB, 'H-NMR, UV-vis, 광발광(PL) 특성 

을 고찰하였다. 또한 순환 전압전류법(CV)으로 이들 착물로 형성된 필름의 전기화학적 밴드갭(Eg), 전자친 

화도(EA), 이온화 에너지(IP＞를 조사하였다. 앞에서 얻은 UV-vis의 에너지 흡수 파장과 순환 전압전류법으 

로 구한 전기화학적 밴드갭올 비교,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고효율 금속 착물 발광체의 개발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현재 이들 화합물로 EL 소자를 제직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ABSTRACT. Organic electroluminescent devices (OELD) with multilayer structures have been studied 
actively for the application to a flat-panel display. Metal-chelate complexes have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as an emitting layer and recognized to have excellent electroluminescence (EL) properties.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several metal-chelate complexes which display blue emission. The complexes prepared herein are 
beryllium and zinc complexes coordinated by quinaldate or 8-quinolinecarboxylate. These complexes were 
characterized by FT-IR, MS/FAB, 'H-NMR, UV-vis and photoluminescence (PL). More importantly, the elec
trochemical gap (Eg), electron affinity(EA) and ionization potential (IP) of these complex films were inves
tigated. Data from cyclic voItammetry(CV) were compared with the bandgap obtained from UV-vis and 
discussed. Further studies on the EL of these new materials are now in progress.

서 론

1987년 Tang과 Van Slyke가 금속 착물인 AIQ3를 

발광층으로 진공 증착한 적층형 발광 소자를 제작하여 

높은 안정성과 휘도를 가진 녹색 발광을 실현시킨 이 

후 평판 디스플레이의 일종으로 쓰일 수 있는 유기 

전계발광 소자(Organic Electroluminescent Devices, 

OELD)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후 유기 전계발광 소 

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일본을 비롯하여 전세계적 

으로 고성능 유기 전계발광 소자를 개발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유기 전계발광 소자는 2개 

의 전극, 1개의 전자 수송층(electron transporting 

layer, ETL)과 1 개의 발광층(emitting layer, EML), 그 

리고 1개의 정공 전달층(hole transporting layer, H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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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다층 구조.

등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Kg. 1).
각각의 층들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되는 물질을 진공 

증착법을 통해 구성하고, 이 층들을 재조합하거나 새로 

운 발광 물질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인 소 

자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발광층에 사용되는 화합물들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 

지 않는 유기 염료, 금속-킬레이트 착물, 그리고 고분 

자로 나뉜다.2 이 중에서 유기 염료나 고분자에 비해 

금속킬레이트 착물은 발광층으로 그리 널리 개발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그 이유는 물 또는 다른 용매 

내에서 형성된 착물이 강한 형광을 나타낼지라도 분리 

가 어렵거나, 만약 분리가 되더라도 승화가 안 되어 

진공 증착법을 이용한 필름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때문이다； 하지만 A1Q3, ZnQ2, BeQ2, BeMQ?와 같 

은 금속킬레이트 착물은 안정성과 효율 면에서의 우 

수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훌륭한 전계발 

광용 물질로 인정받고 있다.2
디스플레이의 기본 삼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색, 

녹색, 그리고 청색 발광체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녹색 

발광체로는 AlQs를 비롯하여 BeBQ2 등의 착물。］ 개 

발되어 좋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 曷색과 

청색 계열의 발광체 개발은 미비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절실히 촉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청색 발광을 

위하여 도입된 물질로는 oxadiazole dimer dyes, dis

tyryl benzenes 및 azomethin-zinc 등이 있다： 이렇게 

청색 발광체의 개발이 늦어진 것은, 적색이나 녹색 발 

광체에 비해 청색의 경우 밴드갭(bandgap)이 커서 EL 
소자에 적용할 때 에너지 장벽이 커지므로 고휘도의 

디스플레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된 청 

색 발광 물질들은 대부분 방향족 유기물이나 고분자 

화합물이다. 청색 발광 물질로서 금속 착물은 무기 반 

도체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제조 공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된 청색 발광 무기물이나 유기금속 착물 

은 드물다.* 그런데 최근에 B를 중심으로 한 보레이트 

(borate)의 리튬 염이 고효율의 청색 발광 물질로써 발 

표된 바 있으며,5 Li 2-(2-hydroxyphenyl)benzoxalate 

염도 청색 발광 물질로 개발되었다.6
현재 유기 전계발광 장치에 필요한 새로운 물질 합 

성과 이를 이용한 유기 전계발광의 장치구성, 구동전압 

및 휘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유기 전계발광 물 

질의 전기적 특성［이온화에너지 (Ionization Potential; 

IP), 전자친화도(Electron Aflinity; EA), 밴드갭 (Bandgap; 

Eg)］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 

이다. 이러한 이온화에너지와 전자친화도 그리고 밴드 

갭의 측정방법으로는 분광학적 방법과 전기화학적 방 

법이 있다.眼

분광학적 방법에서는 Ultraviolet 마lotoelectron Sp- 

ectroscopy(UPS)를 이용하여 이온화에너지를 측정한 

毛 UV-vis Spectroscopy로 밴드갭을 측정하여, 이온 

화에너지와 밴드갭의 차이로부터 전자친화도를 구할 수 

있다. 전기화학적 방법은 순환 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을 사용하는데 , 이온화에너지와 전자친화 

도 그리고 밴드갭을 각각 구하지 않고 동시에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이온화에너지는 산화반응 

의 시작점 (E*“)이며, 전자친화도는 환원반응의 시작 

점露匕)이다 그리고 밴드갭은 E糸“ 과 矿辭“의 

차이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때 순환 전압전류법의 산 

화/환원전위를 전자볼트(electronvlot; eV)인 이온화에너 

지와 전자친화도로 환산하려면 산화/환원반응의 시작점 

에 4.8을 더해야 한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색과 보라색 광발광을 나타내 

는 몇 가지 금속■킬레이트 착물들, 즉, 유기 EL 소자 

용 금속 착물 발광체에 흔히 쓰이는 Be2+와 Zn*를 

중심금속 2가 양이온으로 하고 1가 음이온인 리간드 

두 개 (quinaldate 또는 quinolinecarboxylate)가 배위되 

어 형태가 고정된 금속 착물을 합성하여 이들의 발광 

특성과 전기화학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는 앞으로 고 

효율을 나타내는 EL 소자용 금속 착물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구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 

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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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본 실험에서의 모든 조작은 상온에서 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入卜용된 beryllium sulfate tetrahydrate, zinc 

acetate, quinaldic acid, 8-quinoline carboxylic acid는 

Aldrich 회사제 특급 시약을, sodium hydroxide는 덕 

산 약罟 공업 주식 회사제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메탄올은 Samchui사의 , 에탄올은 Merck사의 특급 

시약을더 이상정제하지 않고그대로사용하였다.

녹는점은 MEL-TELPII Melting Point Apparatus 

를 사용하여 시료를 모세관에 넣어 측정하였고, IR 스 

펙트라는 Nicolet MAGNA-IR 560 Spectrometer* 

사용하여 KBr 디스크법으로 4,000〜 400 cnr】의 파장 

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H-NMR 스펙트라는 Varian 

Gemini Spectrometer(200 MHz> 사용하여 내부 TMS 

피크에 대한 chemical shift 6값을 ppm 단위로 보고 

하였다.

UV-vis 스펙 트라는 Hewlett Packard 8452A Spec- 

trophotometei로부터, PL(photoluminescence) 스펙트라 

는 Perkin-Elmer LS50B Luminescence Spectrometer 

를 사용하여 얻었다. 이 경우, 시료는 quartz 판에 휘 

발성 용매에 녹인 시료를 spin-coating으로 입혀 용매 

를 증발시킨 후 필름 상태로 준비하여 측정하였다. 질 

량분석(MS-FAB)은 서울대학교 기초 과학 교육 연구 

공동 기기원어】, 그리고 열분석(TGA)은 고려대학교 기 

초 과학 지원 연구소에 의뢰하였다.

금속 킬레이트 착뭍들의 합성

Beryllium bisquinaldate⑴의 합성. 10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메탄올 10mL와 1 M NaOH 수용액 

약 i mL를 넣고 quinaldic acid(Ci0H7O2N, 0.5 g, 

2.887 mmol)을 넣어 녹였다. 여기에 물 20mL에 녹인 

beryllium sulfate tetrahydrate(BeSO4 • 4H2O, 0.256 g, 
1.444 mmolX 천천히 가하였다. 용액의 pl가 약 7~ 

8 정도가 되도록 1 M NaOH 수용액으로 조절해 준 

후 교반시켜 고체 침전물을 얻었다. 교반을 3시간 이 

상 계속한 후 감압 하에서 용매를 제거하여 얻어지는 

고체를 물로 씻은 후 소량의 차가운 methanokethanol 

=1:1 용액으로 씻어 주었다. 이 고체 물질을 진공 건 

조하여 새로운 착물(1)을 흰색의 고체로서 얻었다 

(0.398 g, 수득률 78%).

녹는점 260~262°C, 'H NMR(DMSO-t/6) 8.90(dd, 

J=8,4Hz, J=llHz, 4H); 8.21(m, 6H); 7.92(t, J= 

2000, Vol. 44, No. 3

6.6Hz, 2H), FT-IR(KBr, cnT‘)： 1698, 1671, 1375, 

1347. MS/FAB calcd for C20H,2O4N2Be m/e=353.34 
found m/e=354.

Zinc bisquinaldate(2) 의 합섬. Zinc bisquinaldate 
의 합성 방법은 이미 보고된 문헌에 따라 약간의 수 

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quinaldic acid(CioH702N, 0.5 g, 2.887 mmol)오丰 zinc 

acetate((CH3CO2)2Zn, 0.265 g, 1.444 mmol)* 人卜용•하 

여 , 착물(1＞의 합성과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착물(2) 
를 흰색 고체로서 얻었다(0.509 g, 수득률 86%).

'H NMR(DMSO-A) 8.80(d, J=8.4Hz, 4H); 8.41 

(d, J=8.4Hz, 2H); 8.20(d, J=8Hz, 2H); 8.02(t, J= 

7.7Hz, 2H); 7.82(t, J=7.5Hz, 2H), FT-IR(KBr, cm~'): 

1650, 1633, 1391, 1378, 1348.

Beryllium bis(8-quinolinecarboxylate)⑶의 합성. 

8-quinolinecarboxylic acid(CioH7C)2N, 0.1 g, 0.578 mmol) 

오，beryllium sulfate tetrahydrate(BeSO4 • 4H2O, 0.0512 g, 
0.289 mmol)를 사용하여 , 착물(1)의 합성과 같은 방법 

으로 반응시켜 새로운 착물(3)을 연노란색의 고체로서 

얻었다(0.342 g, 수득률 75%).

FT-IR(KBr, cnr'): 1646, 1584, 1376, MS/FAB 

calcd for CmHnQNBe m/e=353.34 found m/e=354.

Zinc bis(8-quin이inecarboxylate)(4)의 합성. 8-qu- 

inolinecarboxylic acid(CioH702N, 0.1 g, 0.578 mmol)오! 

zinc acetate((CH3CO2)2Zn, 0.0530 g, 0.289 mmol)를 

사용하여, 착물(1)의 합성과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새로운 착물(4)를 연노란색의 고체로서 얻었다 

(0.0850 g, 수득률 72%).
전기화학적 측정. 순환 전압전류법은 삼전극(보조전 

극, 작업전극, 기준전극)을 이용하는데 보조전극은 직경 

0.8 mm 백금선을 사용하였으며 작업전극은 삼성 SDI 

의 Indium Tin Oxide(ITO＞와 실험실에서 제작한 A1 
전극을 사용하였다. 이때 작업전극의 형태는 각각 유리 

판 위에 ITO와 A1 을 입힌 평면형 전극이며, 작업전극 

의 크기는 0.5X2 cm이 었다. 기준전극으로는 직경 

2 mm 은선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한 Ag/Ag+(0.1 M 

AgNO3)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 기준전극의 전위 보정은 

Aldrich 회사제의 Ferrocene과 Ferrocenium염을 사용하 

였다. 시료분석에 사용한 유기용매는 Johnson Matthey 

Electronics의 acetonitrile과 DMF 1급 시약이며, 지지전 

해질로는 TCI사의 NBuQlQ를 사용하였다.

착물(1), (2), (3)의 전기화학적 분석법은 분석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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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와 A1 작업전극에 필름 형태로 입힌 후, 전기화학 

셀(기준전극, 보조전극, 유기용매, 전해질)에 각각의 작 

업전극을 하나씩 담근 다음, 순환 전압전류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이때 필름의 제작방법으로는 전계발광 

물질을 메탄올에 2wt%로 녹인 후 스핀코팅(spin 

coating)법을 이용하여 ITO와 A1 작업전극에 필름형태 

로 제작하였다. Scan rate는 100mV/sec, 50 mV/sec, 

20 mV/sec*로 하였다. Ag/Ag+ 기준전극을 포화칼로멜 

기준전극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Ferrocene/Ferrocenium 

(5X 10TM)을 사용하였다.9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합성한 네 가지의 금속 킬레이트 착물 

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중 착물(2)는 이미 합성 

되어 발표된 바 있는 물질인데 , 발표된 논문에서는 착 

물(2)가 상자성 이거나 용해도가 낮아 'H-NMR 스펙트 

럼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DMSO4를 용매로 하여 NMR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착물(4)는 불안정하여 자세한 분석 이 

가능하지 않았다. 합성 시 반드시 pH를 7~8 정도로 

조절해 주어야만 침전 상태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 

으며 , 3시간 이상 충분히 교반시켜 주어야 많은 양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합성된 네 가지 착물들은 모두 UV lamp(365 nm) 
를 쪼여준 결과 청색 형광을 나타내었다. 이들 금속

길레이트 착물의 특성은 FT-IR, 'H-NMR, UV-vis, 그

3. Beryllium bis(8-quinolinecarboxylaie) 4. Zinc bis(8-quinolinecart>oxylate)

Fig. 2. 본 연구에서 합성한 네 가지의 착물들.

Fig. 3. 착물 ⑴ 의 UV-vis 와 PL 스펙트라 .

리고 photoluminescence(PL)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합성된 착물들의 배위가 리간드의 카복 

실레이트 기만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는지 퀴놀린 기의 

질소 및 카복실 기의 산소에 의해 킬레이트를 형성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미 합성되어 보고된 바 있는 

착물(2)의 FT-IR 스펙트럼을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 

다. 착물⑴, (2)의 FT-IR 스펙트라에서 C=O의 stre

tching frequencies는 이미 합성이 보고된 바 있는 착 

물(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quinaldate와 갈륨 

사이의 착물(2-(2讎地(卩-0日)2 • 4Py; QA=quinaldate 

anion)에 대한 X-ray 결정 구조는 리간드의 질소와 카 

복실기의 산소 음이온 부분이 중심 금속과 배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합성된 착물 

들도 역시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것2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착물 중 대표적으로 착물(1)의 흡수 스펙트럼 

과 발광 스펙트럼을 Fig. 3에 나타내었고, 아울러 본 

연구에서 합성한 착물들의 흡수와 발광 특성을 요약하 

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착물(1)과 (2)는 각각 405 nm 

와 363 nm에서 광발광 피크가 나타났고, 발광색은 청 

색 영역이었다. 착물(3)과 (4)는 각각 358 nm와 367 nm 
에서 광발광 피크가 나타났고, 발광색은 보라색/색 

영역이었다. 이들 네 가지 착물은 중심 금속과 리간드 

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비슷한 영역에 

서 광발광 피크가 나타났고, 발광 색깔이 청색으로 서 

로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착물들은 청 

색 발광체로써 전계발광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리라 기 

대된다.

주족 금속이나 전이 금속 착물의 광발광은 거의 대 

부분 들뜬 상태의 리간드에 기인한다.3 중심 금속은 다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새로운 금속 킬레이트 착물 발광체의 합성과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 247

Table 1. PL 피크, 띠나비 (bandwidth), 발광색

착물 PL 피크 (nm) 띠나비 (nm) 발광색

1 405 273-548 blue
2 363 273-525 deep-blue
3 358 259-510 vi 이 et
4 367 262-519 blue

만 이들 리간드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착물들은 그들 각각의 리간드 

자체와 비슷한 발광 특성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베릴륨과 아연 착물들의 광발광 특성도 예외가 

아니어서, 리간드만의 광발광 특성과 비교해 본 결과, 

리간드 자체의 특성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技

한편, 구조적으로 중심 금속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동등한 리간드 때문에 이들 각각의 착물은 

고효율 광발광을 나타낼 수 있다.'眼3 그러나 본 연구 

에서 합성한 착물들의 광발광 특성은 효율 면에서 그 

리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 이는 리간드에 있는 

작용기인 카복실기에 의한 형광 발광의 방해에 기 인한 

다고 할 수 있다. 형광성 화합물의 경우 n, 7t* 또는 

7T, 对의 전이 중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부터 발광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간드를 포함한 착물의 

경우 n, 7t* 전이 에너지가 7t, 7t* 전이 에너지보다 

작다•. n, 7C* 상태인 화합물은 7t, n* 상태인 화합물보 

다 전이 수명이 더 긴데 형광 발생의 상대속도 상수 

(虹)값이 더 작으旦로 양자 효율이 작아져 형광 효율도 

역시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방향족 고리에 카복실 

기를 치환하면 형광 발광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착물(1), (2), (3)의 전기화학적 분석법에 의한“ 이 

온화에너지, 전자친화도 그리고 밴드갭에 대한 자료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착물(1)의 포화칼로멜 기준전극에 

대한 산화반응의 시작점은 +0.77 V에서 나타났으며 , 

이온화에너지는 +0.77 V에 4.8을 더한 5.57 eV이다. 

또한 환원반응의 시작점 이 -2.35 V에서 나타났으므로 

전자친화도는 2.45 eV이다. 따라서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밴드갭은 이온화에너지와 전자친화도의 차이인 

3.12 eV이며, 이를 파장으로 환산하면 394 nm이다. 이 

값을 UV-vis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스펙트럼의 외삽 

edge가 360 nm에서 나타났으므로 분광학적 밴드갭은 

3.42eV이다. 한편, 착물(2)의 산화반응의 시작점이

2000, Vol. 44, No. 3

Voltage v&.SCE
Fig. 4. Cyclic Vbltammogram of (a) Beryllium bisquinal- 
date, (b) Zinc bisquinaldate, and (c) Beryllium bis(8-quino- 
linecarboxylate).

+1.00V에서 나타났으며, 이온화에너지는 +1.00V에 

4.8을 더한 5.80eV이다. 또한 환원반응의 시작점이 

-1.98 V에서 나타났으며 , 전자친화도는 2.82 eV이다. 

따라서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밴드갭은 2.98 eV이다. 

이 값을 UV-vis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스펙트럼의 

edge는 356 nm에서 나타났으므로 외삽한 분광학적 밴 

드갭은 3.45 eV이다. 착물(3)의 경우 산화반응 시작점 

이 +1.58 V에서 나타났으며 , 이온화에너 지는 6.38 eV 

이다. 또한 환원반응 시작점이 -1.82 V에서 나타났으 

며 , 전자친화도는 2.98 eV이다. 따라서 전기화학적 밴 

드갭은 3.40 eV이다. 이 값을 UV-vis 스펙트럼과 비교 

하면, 스펙트럼의 edge는 348 nm에서 나타나고 외삽 

한 분광학적 밴드갭은 3.53 eV이다. 이 결과를 종합하 

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전기화학적 밴드갭 

과 분광학적 밴드갭 값의 차이는 착물⑴의 경우 

0.30eV(34nm), 착물'(2)의 경우 0.48 eV(56 nm), 착물 

⑶의 경우 0.13eV(14nm)로써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여기서 착물⑴과 착물(2＞의 경우 

비교적 큰 밴드갭 오차는 분광학적 방법에서 사용한

Table 2. 이온화에너지，전자친화도, 전기화학적 밴드갭，분광학적 

밴드갭

착물
이온화에 전자친화도전기화학적 분광학적 밴

너지 (eV) (eV) 밴드갭 (eV) 드갭 (eV)

1 5.57 2.45 3.12 3.42
2 5.80 2.82 2.98 3.45
3 6.38 2.98 3.40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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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매의 영향에 따른 스펙트럼의 단파장 이동에 의 

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합성한 착물들은 청색 발광을 나타내므로 새 

로운 청색 발광 물질로써의 응용이 기대되어 이에 대 

한 전계발광에 대한 연구가 현재 본 연구실에서 진행 

중에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색 및 보라색 발광을 나타내는 새 

로운 네 가지 금속킬레이트 착물을 합성하였다. 이들 

은 베릴륨 또는 아연 중심 금속에 두 자리 리간드인 

quinaldate 또는 8-quinolinecarboxylate가 각각 2개씩 

킬레이트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유기 전계발광 소자에 이용되는 금속 착물의 

중심 금속과 리간드 변화에 따르는 이온화에너지와 전 

자친화도 및 밴드갭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전기화학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이온화에너지와 전자친화도 및 밴 

드갭을 측정하였다. 이때 보통 전기화학적 분석법의 문 

제점인 시료를 녹일 수 있는 유기용매의 선택 및 제 

한성을 극복하고자, 시료를 일반적인 유기용매에 녹인 

후, 스핀코팅법을 이용하여 작업전극에 필름형태로 제 

작한 다음, 전기화학 셀에 담가 분석하는 전기화학적 

분석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필름형 전기화학적 분석 

법을 이용하여 포화칼로멜 전극에 대한 산화/환원전위 

의 시작점에 4.8을 더해서 이온화에너지와 전자친화도 

및 밴드갭을 구할 수 있었다. 착물⑴과 착물(2)의 자 

료를 비교해 본 결과, 중심 금속에 따라 이온화에너지 

와 전자친화도 및 밴드갭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청색과 보라색 광발광을 나타내 

는 네 가지 금속-킬레이트 착물들은 앞으로 EL 소자 

의 발광층을 구성하는 금속 착물로 응용 가능하며, 이 

의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는 발광 물질의 이온화에너지, 

전자친화도 및 밴드갭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999년도 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 중점연 

구소 과제 연구비 (KRF-99-005-E00018)로 수행된 연 

구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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