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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구부림이 가능한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light emitting device)의 수명 증진을 
위한 패키징(encapsulation)에 관한 것으로서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를 수분 및 산소의 투과
를 방지하는 고분자 복합막으로 밀폐하여 패키징 한다. 이와 같이 고분자 복합막으로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를 패키징할 경우, 소자 열화(degradation)의 원인이 되는 수분과 산소의 투과를 방지함으로써 소자
의 수명을 증진시키고, 내열성이 높은 플라스틱 기판 사용시 산소 및 수분의 투과를 방지하는 동시에 소
자 작동시 방출되는 열에 견디는 내열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의 고분
자 복합막을 이용한 패키징을 통해 수명이 긴 구부릴 수 있는 대면적 유기물 전기 발광 표시판을 제작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고분자 복합막으로 패키징된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의 단면도,

도 2는 고분자 복합막으로 패키징된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의 상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투명 플라스틱 기판                   2 : 투명 전극

3 : 전하 수송층(Charge transport layer)

4 : 유기물 혹은 고분자 발광층(Emissive layer)

5 : 전하 수송층(Charge transport layer)

6 : 음극용 금속 전극(Metal cathode)

7 : 산소, 수분 동시 차단막 

8 : 산소 차단막                          9 : 수분 차단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발광 소자의 패키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분자 복합막을 이용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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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에는 발광소자 및 디스플레이를 패키징함에 있어서, 무기물을 이용하여 패키징하는 방법
이 공지되어 있으며, 유기물 혹은 고분자 물질을 이용하는 패키징 방법은 이용되지 않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유기물 혹은 고분자 발광 소자의 열화(degradation)의 원인이 되는 공기 중의 산소 및 
수분이 소자에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소자의 수명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패키징 방법은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의 패키징 방법
에 있어서, 투명 기판상에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유기물 혹은 고
분자 전기 발광소자를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차단하도록 고분자 복합막으로 감싸도록 형성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산소와 수분의 투과율이 낮은 고분자 복합막을 이용하여 발광 소자를 패키징함으로써 구부림
이 가능한 발광 소자의 기계적,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의 수명은 공기중에 분포되어 있는 산소와 수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자의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공 또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전기발광 소자가 실용화 되기 위해서는 소자가 공기중의 산소나 수분과 차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기중의 산소나 수분을 차단시키는 방법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 잘 연구되어 있
지 않다. 본 발명에서는 산소나 수분의 투과율이 매우 낮은 고분자 박막을 복합화시켜 이들 발광소자 주
위를 캡슐화(encapsulation)함으로써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로의 산소 혹은 수분의 침투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투명 플라스틱 기판상에 형성된 유기물 혹은 고분자 발광 
소자를 산소 및 수분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고분자 복합막으로 패키징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소자가 고분자 복합막으로 캡슐화된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2는 도 1의 개략 사시도이다.

도 1 및 도 2에 있어서, 1 은 투명 플라스틱 기판, 2 는 투명 전극, 3은 전하 수송층, 4는 유기물 혹은 
고분자  발광층,  5는  전하  수송층,  6은  음극용  금속  전극,  7  은  산소   수분  동시  차단막,  8은  산소 
차단막, 9는 수분 차단막을 각각 나타 낸다.

도 1에 따른 본 발명은, 투명 플라스틱 기판(1)위에 소정의 폭을 가지는 투명 전극(2), 전하 수송층(3), 
유기물 혹은 고분자 발광층(4), 전하 수송층(5) 및 음극용 금속 전극(6)이 차례로 적층된 발광소자의 상
표면 전면을 감싸도록 산소  수분 동시 차단막(7), 산소 차단막(8), 수분 차단막(9)이 형성되어 있으며, 
기판의 뒷표면 전면에 산소 차단막(8), 수분 차단막(9)이 형성되어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하, 상기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패키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명 플라스틱 
기판(1)위에 투명 전극(2)을 형성한다. 상기 투명 플라스틱 기판으로 종래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
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산소 및 수분 투과율이 매우 
낮으면서 투명한 폴리에틸 나프탈레이트(polyethyl naphthalate : PEN)계의 플라스틱 박막을 사용하거나, 
또한 산소 및 수분 투과율이 매우 낮으면서 투명하며 구부림 특성이 매우 좋은 폴리우레탄(polyurethan
e)계 고무막을 사용한다.

투명 전극(2)으로서 종래에는 무기물인 인듐주석 산화물(indium tin oxide)을 저온 증착하여 형성하였으
나,  본  발명에서는  이외에도  고분자  물질로서  전도성이  좋은  폴리아닐린(polyaniline), 폴리씨오펜
(polythiophene)계 고분자를 스핀 코팅하여 사용한다. 투명 전극은 필요에 따라 패턴 공정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패턴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어서, 투명 전극(2)위에 필요에 따라 고분자 혹은 유기물중 전하 수송층 (정공 수송층)(3)을 스핀 코팅 
혹은 진공 증착을 통하여 형성시킨다. 이 수송층의 두께는 10 - 50nm 정도로 한다. 전하 수송층(3)은 발
광 소자의 발광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투명 전극(2)으로부터 정공이 발광층(4)으로 주입되는 
것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 전하 수송층(3)위에 고분자 혹은 유기물 발광층(4)을 스핀 코팅 혹은 진공 증착의 방법으로 형성한
다. 상기 발광층(4)의 두께는 50 - 100 nm 정도로 하며, 여러 색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
된 고분자 블렌드를 이용할 수 있다. 발광층을 형성하는 고분자 혹은 유기물은 화학 구조적으로 공액 구
조를 가짐으로써 전자의 비편재화가 잘 일어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서, 발광층(4) 위에 필요에 따라 진공 증착 혹은 스핀 코팅을 이용하여 전하 수송층(전자 수송층)
(5)을 약 10 - 50nm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 전하 수송층(5)은 그의 상층에 형성된 음극용 금속 전극(6)에
서 전자가 발광층(4)으로 주입되는 것을 돕기도 하며, 정공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여 
금속 전극(6)에서 발광층으로 전자의 주입이 보다 더 효율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전하 수송층(5)을 입힌 후, 음극으로 사용될 금속 전극(6)을 진공 증착법으로 형성하여 발광소자를 
완성한다.  이때  금속  전극(6)은  투명  전극(2)보다  일함수가 낮은  금속(칼슘,  마그네슘 또는  알루미늄 
등)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공기 중에서 산화되기 쉬운 금속(칼슘 혹은 마그네슘)의 경우 그 위에 알루미
늄 혹은 금 등으로 진공 증착하여 덧입힘으로써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금속 전극(6)은 적합한 패턴 공
정을 이용하거나, 섀도우 마스크 등으로 패턴을 형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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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완성된 발광소자의 전 표면을 외부의 산소 및 수분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산소  수분 동시 
차단막(7)을 형성한다. 이때 산소  수분 동시 차단막(7)은 폴리에틸 나프탈레이트(polyethyl naphthalate 
: PEN)계 고분자 필름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인다.

다음, 산소  수분 동시 차단막(7)위와 투명 플라스틱 기판(1)의 이면에 고분자 복합막의 하나로 산소 차
단막(8)을 스핀 코팅하거나 닥터 블레이드 방법 또는 기존의 필름을 접착제로 붙임으로써 형성시킨다. 산
소  차단막(8)으로는  투명한  폴리비닐  알콜(polyvinyl  alcohol)  혹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polyvinyl 
acetate)계 고분자를 이용한다.

이어서, 산소 차단막(8)위에 역시 고분자 복합막의 하나인 수분 차단막(9)을 마찬 가지로 스핀 코팅 또는 
닥터 블레이드 방법으로 형성하거나, 기존의 필름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여서 형성한다. 이 수분 차단막
(9)으로는 투명한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계 고분자를 이용한다.

상기 제조 공정은 진공 또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행해져야 한다. 차단막(8, 9)은 두께 10-200㎛가 적절하
며, 투명 플라스틱 기판(1)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폴리에틸 나프탈레이트(polyethyl naphthalate)계 
필름의 경우 그 두께가 120㎛ 이하 이어야 한다. 접착제로는 에폭시(epoxy)수지 혹은 자외선으로 경화 시
킬 수 있는 아크릴계 수지 등을 이용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있어서 유기물 혹은 고분자 발광소자를 산소  수분 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캡슐화하는 과정은 선정된 고분자 차단막을 스핀 코팅 또는 닥터 블레이드(doctor-blade)방법으로 형성시
키거나, 종래의 차단막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수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하면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표시 소자의 개발에 있어서 고분자 복합막을 이
용하여 공기 중의 산소 및 수분을 차단함으로써 첫째, 소자 수명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다. 둘째, 제작 
공정을 스핀 코팅, 접착제를 이용한 부착 등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낮은 제조가격과 쉬운 공
정으로 표시 소자를 패키징하여 제작할 수 있다. 셋째, 고분자 복합막을 이용함으로써, 유기물 혹은 고분
자 전기 발광 표시 소자 전체의 기계적 구부림을 손상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두루말이식 벽걸이 
TV 스크린의 제작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넷째, 대면적 표시판의 제작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의 패키징 방법에 있어서,

투명 기판상에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 소자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소자를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차단하도록 고분자 복합막으로 감싸도록 
형성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유기물 혹은 고분자 전기 발광소자의 패키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복합막은 산소  수분 동시 차단막, 산소 차단막 및 수분 차단막을 차례로 적층하여 형성하는 
패키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기판은 폴리에틸 나프탈레이트(polyethyl naphthalate)계 고분자를 사용하는 패키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기판은 폴리우레탄(polyurethane)계 고무 박막을 사용하는 패키징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산소  수분 동시 차단막은 폴리에틸 나프탈레이트(polyethyl naphthalate)계 고분자를 사용하는 패키징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차단막은 폴리비닐 알콜(polyvinyl  alcohol)계,  폴리비닐 아세테이트(polyvinyl  acetate)계, 
폴리비닐 알콜 아세테이트(polyvinyl alcohol acetate)계 고분자 박막중 하나를 스핀 코팅하여 형성하거
나, 필름을 접착제로 붙여 형성하는 패키징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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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분 차단막은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계 고분자 박막을 스핀 코팅하여 형성하거나, 필름을 접착
제로 붙여 형성하는 패키징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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