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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recycling of an organic material that is wasted during thermal evaporation. To

this end, we have collected a wasted organic material (N,N’-diphenly-N,N’-bis(1,1’-biphenyl)-4,4’-diamine(NPB)) from

a vacuum chamber, purified it by recrystallization, and fabricated bilayer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s) with the

recycled NPB. It is found that the surface roughness of thin films coated with the purified NPB is much enhanced. OLEDs

fabricated by thermal evaporation of the purified NPB show lower device efficiency than OLEDs with the original NPB.

However, the power efficiency of OLED fabricated by spin coating of the purified NPB is comparable with that of OLED

with the original NPB. Therefore, such a recycling method by recrystallization would be more suitable for solution-

processed O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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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는 초박형, 유연

성, 투명성 등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 조

명 및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1].

OLED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저분자 기반의 진공 열증

착 방식과 고분자 기반의 습식공정 방식이 있으며 현

재 상용제품에는 거의 저분자 열증착 방식이 사용된

다[2-3]. 저분자는 합성이 쉬우며 온도 구배에 의한 승

화 정제기술을 통해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

고, 진공 증착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기능성 층을 갖는

OLED 소자 제작에 이용된다[4-7]. 그러나 고진공의 열

증착 방식은 장비 단가가 높고 제조 공정이 복잡하며,

특히 값비싼 OLED 재료의 이용률이 20% 이하로 매

우 낮다[8]. 즉 증발된 유기물의 대부분이 기판이 아닌

챔버 벽면으로 소실된다.

본 연구에서는 값비싼 유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챔버 벽면으로 증착된 유

기물을 수거하고 재결정화법(recrystallization)에 의한

정제 기술을 통해 수거된 유기물의 순도를 높였다. 재

결정화법은 용액에 들어있는 화합물의 용해도가 온도

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고, 용액이 냉각됨에 따라 화

합물의 용해도는 감소하면서 작고 순수한 화합물 결정

이 생성되는 것을 기초로 한다 [9,10]. 이렇게 정제된

유기물질을 진공 및 습식 공정을 이용한 OLED 소자

제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재활용된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OLED 소자를 제작하†E-mail : pjwup@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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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승화 정제된 고순도 유기물질 기반 OLED 소

자와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2.1. Bilayer OLED 소자 구조

본 실험에서는 형광 녹색 발광 이층(bilayer) OLED

소자를 제작하였다. ITO (Indium-thin-oxide)가 patterning

된 유리기판 위에 정공 수송층(HTL, hole transport

layer)으로 결정화가 잘 일어나는 N,N’-diphenly-N,N’-

bis(1,1’-biphenyl)-4,4’-diamine(NPB)를 진공 증착 또는

스핀 코팅(spin coating)하였다. 전자 수송층(ETL,

electron transport layer) 및 녹색 발광 물질로는 널리

쓰이고 있는 tri-(8-hydroxyqunoline)aluminum(Alq3)를

이용하였다. 음극으로 aluminum (Al)을 증착하였으며,

전자 주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 ETL과 음극 사이에 분

극층(dipole layer)으로 Lithium fluoride (LiF)를 삽입

하였다. 각 층은 NPB 55 nm, Alq3 45 nm, LiF 1 nm,

Al 100 nm 두께를 갖는다. OLED 발광특성은 소스 미

터(Keithley 2400)와 분광복사기(CS-1000, Konica

Minolt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 진공 챔버 내 NPB 수거 

OLED 기판 이외의 공간에 증착되어 낭비되는 NPB

를 수거하기 위해 유리 기판을 이용하였다. 유리 기판

은 Fig. 1과 같이 NPB가 기판에 증착되는 길을 방해하

지 않도록 챔버 내부 벽면에 부착하였다. 유리 기판에

증착된 NPB를 수거하는 작업은 글러브 박스 안에서

진행하였다. 따라서 진공 증착 및 수거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유기물질과 혼합된다.

2.3. 재결정화법에 의한 NPB 정제

진공 챔버 내에서 수거한 NPB는 유기 용매(solvent)

인 chlorobenzene (순도 99.99%)을 이용하여 용해한

후 재결정화법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먼저, chloro-

benzene 4.5 g에 NPB 0.5 g을 첨가하고 hot plate 온도

200oC에서 30분동안 용해한다. 이 용액을 여과지

(5 µm)를 통해 불순물을 걸러낸다. 불순물을 걸러낸 용

액에서 NPB가 재결정이 일어나도록 상온에서 1시간

보관한다. 여과지를 사용하여 재결정된 NPB를 용액으

로부터 걸러낸 후 진공 건조기에서 100oC, 30분동안

건조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B를 용매에

녹이기 전에는 NPB분자들 사이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용액의 온도를 올리면 용매에 NPB 결정들이 녹

으면서 NPB 분자와 불순물이 분리되게 된다. 높은 온

도의 용액을 냉각하면 NPB분자들끼리 재결정화되어

높은 순도를 갖는 결정을 얻을 수 있다. Chlorobenzene

4.5 g에 NPB 0.5 g을 용해한 용액에서 재결정화된

NPB의 양은 0.2839 g이며 따라서 NPB 수거율은 대략

56.78%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NPB 표면 특성

먼저 여러 실험 조건 별로 형성된 단일 NPB 박막의

표면 특성을 AFM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를 위한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순도

NPB 진공 증착(named as NPB-E) (2) NPB 수거 후

진공 증착(NPB-C-E) (3) NPB 수거/정재 후 진공 증착

(NPB-C-P-E) (4) 고순도 NPB 스핀 코팅(NPB-S) (5)

NPB 수거 후 스핀 코팅(NPB-C-S) (6) NPB 수거/정재

후 스핀 코팅(NPB-C-P-S) (7) NPB 수거/정재 및 고순

도 NPB와 50 : 50 혼합 후 스핀 코팅(NPB-C-P-M-S). 

Fig. 1. Schematic view of collection of a wasted organic

material from a vacuum chamber.
Fig. 2. Schematic view of purification by recrystallization

of small molecule N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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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여러 NPB 박막의 AFM 이미지 및 표면 거

칠기 값을 보여준다. 측정 결과, 진공 증착된 필름보다

스핀 코팅된 필름의 표면 거칠기가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NPB가 열 증발될 때 여러 분자가 합쳐진

덩어리 형태로 기판에 증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핀

코팅의 경우 용매에 의해 분자들이 분해되어 코팅되고

건조되기 때문에 더 우수한 표면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진공 증착된 NPB 필름들의 경우 수거 후 증착한 필름

(NPB-C-E)의 표면 거칠기(Rpv= 30.5 nm, Ra= 2.4 nm)

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수거된 유기 물질 내에

여러 불순물(dust, 유/무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들이 제거된 수거/정제 후 증착된 필름

(NPB-C-P-E)의 경우 표면 거칠기(Rpv= 26.7 nm, Ra=

2.4 nm)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핀

코팅된 필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고순도 NPB를

스핀 코팅한 필름(NPB-S)이 가장 낮은 Rpv(6.2 nm) 값

을 보인 반면 수거 후 스핀 코팅한 필름(NPB-C-S)은

가장 높은 값(8.2 nm)을 보였다. 수거/정제 후 코팅된

샘플(NPB-C-P-S)은NPB-S필름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

었다. 특히 정제된 NPB에 고순도 NPB를 50 : 50으로

혼합한 NPB-C-P-M-S 샘플이 Rpv가6.4nm로 NPB-C-

P-S 필름보다 더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3.2. OLED 소자 특성

재결정화법에 의해 정제된 NPB가 OLED 소자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발광면적 2 mm ×

2 mm(기판크기: 25 mm × 25 mm)를 갖는 여러 OLED

test 소자를 제작하였다.

Fig. 4는 진공 증착된 NPB를 갖는 OLED 소자의 전

류 및 전력효율을 보여준다. 발광 휘도 1,000 nit 기준

에서의 전류 및 전력효율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수

거 후 증착된 NPB-C-E를 갖는 OLED 소자가 가장 낮

Fig. 3. Measured AFM images of NPB thin films fabricated

by thermal evaporation and spin coating.

Fig. 4. Current and power efficiencies as a function of

luminance measured from OLEDs with evaporated

N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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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효율(2.7 cd/A, 1.53 lm/W)을 보인 반면 정제된

NPB (NPB-C-P-E)에 의한 OLED 소자의 효율(2.9 cd/

A, 1.74 lm/W)은 향상되었다. 즉, 재결정화에 의한 정

제효과로 박막 표면 거칠기가 좋아지고 불순물이 제거

되면서 소자 효율이 향상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순

도 NPB를 증착하여 만든 OLED 소자(3.1 cd/A, 1.89 lm/

W)보다는 전류 및 전력효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재결정화에 의한 습식 정제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승화정제법보다 정제효율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습식 정제효율을 더 높이지 않는 한 수거에

의해 재활용된 유기물은 진공 증착 공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수거에 의해 재활용된 유기물이 진공 증착 공정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재결정화 공정과 비슷한 습식 공정에

는 적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스핀 코팅된 NPB

를 갖는 OLED 소자를 제작하였다. Fig. 5는 J-V

curve, 휘도에 따른 전류 및 전력 효율을 보여주며

1000nit 휘도에서의 효율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진

공 증착된 OLED 소자와 유사하게 고순도 NPB를 바

로 코팅하여 제작된 NPB-S OLED 소자가 가장 높은

전류효율(3.6 cd/A)을 보인 반면 수거 후 바로 코팅된

NPB-C-S를 갖는 소자가 가장 낮은 효율(2.9 cd/A)을

보였다. 한번 정재를 거친 NPB-C-P-S를 갖는 OLED

소자의 효율이 3.2 cd/A로 증가하였으며 고순도 NPB

와 혼합된 NPB-C-P-M-S를 갖는 소자의 경우 전류 효

율이 3.4 cd/A로 더 향상되었다. 고순도 NPB를 수거/

정재된 NPB와 50 : 50으로 혼합하는 이유는 비록 재활

용성은 50%로 낮아지지만 소자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

해서다. 전류효율은 고순도 NPB를 바로 코팅한

OLED 소자가 가장 높았지만 전력효율은 NPB-C-P-S

를 갖는 OLED 소자가 가장 높았다. 즉 NPB-S를 갖는

OLED 소자의 전력효율은 2.08 lm/W인 반면 NPB-C-

P-S를 갖는 소자는 2.09 lm/W로 약간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Fig. 5(a)에서 보듯이 NPB-C-P-S를 갖는 OLED

소자의 구동전압이 NPB-S OLED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NPB-C-P-M-S OLED 소자도 전력효율이 2.01

lm/W로 NPB-S OLED 소자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

Table 1. Current and power efficiencies of OLEDs with

evaporated and coated NPBs measured at

1,000 cd/m2

OLED With
Current efficiency

(cd/A)

Power efficiency

(lm/W)

NPB-E 3.1 1.89

NPB-C-E 2.7 1.53

NPB-C-P-E 2.9 1.74

NPB-S 3.6 2.08

NPB-C-S 2.9 1.65

NPB-C-P-S 3.2 2.09

NPB-C-P-M-S 3.4 2.01

Fig. 5. (a) J-V curve, (b) current efficiency, and (c)

power efficiency versus luminance measured

from OLEDs with coated HT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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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적으로, 재활용된 NPB를 이용한 OLED 소자

가 고순도 NPB를 갖는 OLED 소자와 견줄만한 소자

특성을 가짐으로써 재결정화법에 의한 정제기술이 습

식 공정 기반 OLED 소자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진공 증착 과정에서 낭비되는 유기물

을 수거하여 재결정법에 의한 정제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거된 유기물의 박막 거칠기가

재결정화 정제공정에 의해 많이 향상됨을 보였다. 비록

진공 공정에서는 재활용된 소재를 이용한 OLED의 전

력효율이 고순도 소재를 이용한 소자보다 낮았지만 습

식 공정에서는 거의 비슷한 전력효율을 보였다. 즉, 수

거/정재된 유기소재가 습식 공정기반 OLED 소자 제작

에 재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재결정화법에 의

한 정제기술의 최적화를 통해 정제효율을 높인다면 진

공 증착 공정에서도 재활용된 유기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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