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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57) 요약

전원전압과 데이터 신호가 입력되는 신호 입력부에 있어서, 전원 라인과 데이터 라인의 거리차(Gap)를 멀게 하여 두 라인

사이에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기생 커패시터를 막기 위한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유기 전계발광 표

시장치는 데이터 라인과 오버랩되는 전원 라인을 화소전극 또는 캐소드 전극으로 형성하여 전원전압을 공급함으로써, 두

신호 사이에 발생되는 기생 커패시터를 줄여 데이터 라인의 부하를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신호와 전원 전압을 다수의 화소로 공급하는 신호 입력부에 형성되는 기판;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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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을 포함하는 기판 전면에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

상기 층간 절연막 상부에 형성되는 패시베이션막;

상기 다수의 화소가 형성된 화소부와 분리되어 패터닝되고, 상기 패시배이션막 상부 전면에 형성되는 화소전극; 및

상기 화소전극 상부에 형성되는 화소 정의막을 포함하며,

상기 화소전극은 상기 다수의 화소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라인이 형성된 이외의 영역에 패터닝되며, 상기 층간 절연막과 상기 패시베이션막 사이에 형성되는 전

원 라인을 더 포함하며,

상기 화소전극은 상기 패시베이션막에 형성된 비어홀을 통하여 상기 전원 라인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은 ITO 또는 IZO의 투명 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은 크롬(Cr), 텡스텐(W), 몰리브덴(Mo), 알루미늄(Al), 은(Ag)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합금(ally)

중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은 스파이더 타이(Spider tie)형을 통하여 표시 패널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

광 표시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는 상기 패시베이션막 상부에 형성되는 평탄화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

계발광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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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데이터 신호와 전원 전압을 다수의 화소로 공급하는 신호 입력부에 형성되는 기판;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을 포함하는 기판 전면에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

상기 층간 절연막 상부에 형성되는 패시베이션막;

상기 패시베이션막 상부에 형성되는 화소 정의막; 및

상기 다수의 화소가 형성된 화소부와 분리되어 패터닝되고, 상기 화소 정의막 상부 전면에 형성되는 캐소드 전극을 포함하

며,

상기 캐소드 전극은 상기 다수의 화소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라인이 형성된 이외의 영역에 패터닝되며, 상기 층간 절연막과 상기 패시베이션막 사이에 형성되는 전

원 라인을 더 포함하며,

상기 캐소드전극은 상기 패시베이션막 및 상기 화소 정의막에 형성된 비어홀을 통하여 상기 전원 라인과 연결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캐소드 전극은 칼슘(Ca), 마그네슘(Mg), 은(Ag)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합금(ally) 중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

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은 크롬(Cr), 텡스텐(W), 몰리브덴(Mo), 알루미늄(Al), 은(Ag)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합금(ally)

중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은 스파이더 타이(Spider tie)형을 통하여 표시 패널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

광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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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는 상기 패시베이션막 상부에 형성되는 평탄화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

계발광 표시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원전압과 데이터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부의 전원 라

인과 데이터 라인 사이의 거리차 또는 간격차를 최적화하여 원치 않는 오버랩에 따른 불필요한 기생 커패시턴스가 발생되

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는 유리 기판 또는 투명한 유기 필름 위에 도포한 형광체에 전계를 인가하여 발광시키

는 평면 자기 발광형 디스플레이이다. 전계발광(Electro Luminescence)이란 반도체로 이루어진 형광체에 전계가 인가될

때, 발광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최근, 경량, 박형 등의 특성으로 휴대용 정보기기에 액정표시장치 LCD와 유기 EL 표시장치 OLED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는 액정표시장치에 비하여 휘도특성 및 시야각 특성이 우수하여 차세대 평판표시장치로 주목

받고 있다.

통상,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AMOLED에 형성된 화소는 R, G, B 부화소로 구성되고, 각 R, G, B 부화소

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소자를 구비한다. 각 유기 전계발광 표시소자는 애노드 전극과 캐소드 전극 사이에 각 R, G, B 유기

발광층을 개재하고, 애노드 전극과 캐소드 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R, G, B 유기발광층으로 형성된 유기막으로부터

소정의 광을 발광한다.

또한,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 EL 표시장치 AMOLED는 전압 기입 방식(Voltage programming method) 또는 전류 기입 방

식(Current programming method)을 사용하여 N*M 개의 유기 전계발광 표시소자들을 구동시킨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구비되는 표시 패널부로 인가되는 신호 입력부의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구비되는 표시 패널부의 일부를 절단한 단면도는 데이터 신호가 입력되는 데

이터 라인부(Z)와 상기 데이터 라인부(Z) 양 옆으로 전원 전압이 입력되는 제 1 전원 라인부(X) 및 제 2 전원 라인부(Y)로

나뉘어 진다.

즉, 종래 기술에 따른 단면도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구비되는 표시 패널부의 구성 요소 중에서 데이터 드라이버와

표시 패널을 서로 연결케 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을 절개한 부분이다. 따라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은 소정의 데이터

신호를 상기 표시 패널로 전달하기 위해 스파이터 타이(Spider tie)형의 라인들을 이용하여 출력된다.

먼저, 상기 단면도를 형성하는 제조 공정은 유리나 합성 수지 등으로 이루어진 기판(100)을 구비하며, 상기 기판(100) 상

부로부터 유출되는 불순물을 막아주기 위해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 및 실리콘 산화막/질화막(SiO2/SiNx)의 적층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버퍼층(110)을 형성한다.

단, 버퍼층(110)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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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기 기판 전면에 걸쳐 게이트 절연막(120)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기판 전면에 걸쳐 표시 패널로 데이터신호를 인

가하기 위한 일정간격으로 패터닝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130)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 라인 물질은 크롬(Cr), 몰리브덴(Mo), 알루미늄(Al) 또는 은(Ag)과 같은 금속 물질을 포함하는 합금

(ally) 중에 적어도 하나의 금속 물질로 이루어진다.

다음,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130)을 포함하는 게이트 절연막(120) 상부인 기판 전면에 걸쳐 층간 절연막(140)을 형성

하고, 상기 층간 절연막(140) 상부 전면에 걸쳐 소정의 전원 전극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제 1 전원 라인부(X), 제 2 전원

라인부(Y) 및 데이터 라인부(Z)에 상기 전원 전극의 증착에 따른 소정의 전원 라인(150)이 구성된다.

이에 따라,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130)과 전원 라인(150) 사이에 기생 커패시터(C)가 형성되며, 상기 기생 커패시터(C)

에 의해 부하 성분인 신호 손실, 신호 왜곡, 신호 지연 및 과전력이 생성된다. 즉, 상기 부하 성분으로 인하여 상기 유기 전

계발광 표시장치가 발광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여기서, 상기 전원 라인을 형성하는 물질은 크롬(Cr), 텡스텐(W), 몰리브덴(Mo), 알루미늄(Al) 또는 은(Ag)과 같은 금속

물질을 포함하는 합금(ally) 중에 적어도 하나의 금속 물질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 1 전원 라인부(X), 제 2 전원 라인부(Y) 및 데이터 라인부(Z)에 형성되는 전원 라인(150)의 상부 전면에 걸쳐 실리

콘 산화막(SiO2), 실리콘 질화막(SiNx) 및 이들의 적층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패시베이션막(160)을 형성한다.

다음, 상기 패시베이션막(160) 상부에 아크릴 수지, 벤조사이클로부텐 수지(BCB), 폴리이미드 수지(PI), SOG(Spin On

Glass), 아크릴레이트(Arcylate) 또는 폴리 페놀 수지 중에 적어도 하나의 유기막인 평탄화막(170)을 형성한다.

다음, 상기 평탄화막(170) 상부 전면에 걸쳐 화소 정의막(PDL : 180)을 도포한다.

여기서, 상기 화소 정의막(180)은 아크릴계 수지, 벤조사이클로부텐 수지(BCB), 폴리이미드 수지(PI), SOG(Spin On

Glass), 아크릴레이드(Acrylate) 또는 폴리 페놀 수지 중에 적어도 하나의 유기 물질로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신호 입력부는 전원 라인과 데이터 라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원치 않는

오버랩에 따른 불필요한 기생 커패시턴스에 의해 부하(load)가 증가되어 데이터 신호의 손실, 왜곡, 지연 등이 발생되는 문

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신호 입력부에 형성되는 전

원 라인과 데이터 라인 사이에 거리차 또는 간격차를 최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생 커패시턴스를 제거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는 데이터 신호와 전원 전압을 다수의 화소로 공급하는 신호

입력부에 형성되는 기판;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 상

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을 포함하는 기판 전면에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 상기 층간 절연막 상부에 형성되는 패시베이션막;

상기 다수의 화소가 형성된 화소부와 분리되어 패터닝되고, 상기 패시배이션막 상부 전면에 형성되는 화소전극; 및 상기

화소전극 상부에 형성되는 화소 정의막을 포함하며, 상기 화소전극은 상기 다수의 화소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데이터 신호와 전원 전압을 다수의 화소로 공급하는 신호 입력부에 형성되는 기판; 상기 기판 상에 형성

된 게이트 절연막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을 포함하는 기판 전면

에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 상기 층간 절연막 상부에 형성되는 패시베이션막; 상기 패시베이션막 상부에 형성되는 화소 정

의막; 및 상기 다수의 화소가 형성된 화소부와 분리되어 패터닝되고, 상기 화소 정의막 상부 전면에 형성되는 캐소드전극

을 포함하며, 상기 캐소드전극은 상기 다수의 화소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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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시예 1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구비되는 표시 패널부의 평면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구비되는 표시 패널부(200)는 다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표시 패널(260), 상기

표시 패널(260)의 상측에 배선되어 전원 전압 VDD을 인가하는 상부전원 라인(210), 상기 표시 패널(260)의 하측에 배선

되어 전원 전압 VDD을 인가하는 하부전원 라인(230), 상기 표시 패널(260)의 일측에 위치되어 기준 전압 VSS을 인가하

는 기준전원 라인(220), 상기 표시 패널(260)의 타측에 위치되어 스캔 신호를 출력하는 스캔 드라이버(240), 상기 하부전

원 라인의 하측에 형성되어 상기 표시 패널(260)에 데이터 신호를 인가하는 데이터 드라이버(250)를 포함한다.

먼저, 상기 표시 패널(260)은 다수의 스캔 라인, 다수의 데이터 라인으로 정의되는 영역에 형성된 다수의 화소로 구성된다.

상기 각각의 화소는 적색, 녹색, 청색 부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 신호

와 상기 스캔 라인으로부터 전달되는 스캔 신호와 연결된다.

또한, 상기 화소의 적색, 녹색, 청색 부화소는 동일한 화소 회로의 구성을 갖으며, 유기 전계발광 표시소자에 인가되는 소

정의 신호에 상응하는 적색, 녹색, 청색의 빛을 발광하여 특정한 조합색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다음, 상기 상부전원 라인(210)은 소정의 전원 전압 VDD을 상기 표시 패널(260)의 다수의 화소로 전달하는 라인으로써,

상기 표시 패널(260)의 다수의 화소와 연결되어 소정의 전원 공급원으로부터 생성된 전원 전압 VDD를 상기 다수의 화소

로 공급한다.

다음, 상기 하부전원 라인(230)은 상기 상부전원 라인(210)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라인으로써, 상기 소정의 전원

전압 VDD을 상기 표시 패널(260)의 다수의 화소로 전달시키는 라인이다. 즉, 상기 하부전원 라인(230)은 상기 표시 패널

(260)의 다수의 화소와 연결되어 소정의 전원 공급원으로부터 생성된 전원 전압 VDD를 상기 다수의 화소로 공급한다. 또

한, 상기 하부전원 라인(230)과 상부전원 라인(210)은 별도의 전압을 각각 단독으로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전압인

전원 전압 VDD를 동시에 수신하며 출력한다. 이에 따라, 상기 하부전원 라인(230)과 상부전원 라인(210)은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됨에 의해 상기 표시 패널(260)의 다수의 화소로 상기 전원 전압 VDD를 인가한다.(미도시)

다음, 상기 기준전원 라인(220)은 소정의 기준 전압 VSS을 상기 표시 패널(260)의 다수의 화소로 전달하는 라인으로써,

상기 표시 패널(260)의 다수의 화소와 연결되어 소정의 전원 공급원으로부터 생성된 기준 전압 VSS를 상기 다수의 화소

로 공급한다.

다음, 상기 데이터 드라이버(250)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전달한다. 즉,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250)은 스파이더 타이(Spider tie)의 형태로 상기 표시 패널(160)과 연결됨에 따라, 상기 표시 패널(260)의 다수의

화소로 상기 데이터 신호를 전달한다.

또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은 상기 표시 패널(260)의 존재 영역에서 상기 상부전원 라인(210) 및 하부전원 라인(230)

과 서로 커패시터를 성립한다. 즉,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은 상기 데이터 신호의 흐름에 의해 소정의 제 1 전위가 형성되

고, 상기 상부전원 라인(210) 및 하부전원 라인(230)은 상기 전원 전압 VDD의 흐름에 의해 소정의 제 2 전원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전위와 제 2 전위 사이에 전위차로 인해 발생되는 기생 커패시터는 불필요한 값에

해당됨으로 상기 제 1 전위와 제 2 전위 사이의 전위차를 최소로 하는 것이 본 발명의 핵심이다.

다음, 상기 스캔 드라이버(240)는 상기 데이터 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스캔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스캔 신호를 순차적으로

상기 표시 패널(260)의 다수의 화소에 주사시켜 상기 데이터 신호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도 2에 도시된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신호 입력부의 I-I'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신호 입력부의 단면도는 제 1 전원 라인부(X'),

제 2 전원 라인부(Y') 및 데이터 라인부(Z')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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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단면도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구비되는 표시 패널부의 구성 요소 중에서 데이터 드라이버와 표시 패널을

서로 연결케 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이 절개된 부분이다. 따라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은 소정의 데이터 신호를 상기

표시 패널로 전달하기 위해 스파이더 타이(Spider tie)형의 라인들을 이용하여 출력된다.

먼저, 상기 단면도를 형성하는 제조 공정은 유리나 합성 수지 등으로 이루어진 기판(300)을 구비하며, 상기 기판(300) 상

부로부터 유출되는 불순물을 막아주기 위해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 및 실리콘 산화막/질화막(SiO2/SiNx)의 적층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버퍼층(310)을 형성한다.

단, 버퍼층(310)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상기 기판 전면에 걸쳐 게이트 절연막(320)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기판 전면에 걸쳐 표시 패널로 데이터신호를 인

가하기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패터닝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330)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 라인 물질은 크롬(Cr), 몰리브덴(Mo), 알루미늄(Al) 또는 은(Ag)과 같은 금속 물질을 포함하는 합금

(ally) 중에 적어도 하나의 금속 물질로 이루어진다.

다음, 상기 데이터 라인부(Z')에 형성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330)을 포함하는 게이트 절연막(320) 상부에 층간 절연

막(340)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전원 라인부(X') 및 제 2 전원 라인부(Y')에 형성된 층간 절연막(340) 상부에 소정의 전원

전극을 형성한다. 즉, 상기 전원 전극은 패터닝되어 제 1 전원 라인부(X')에 제 1 전원 라인(350)이 구비되게 하고, 제 2 전

원 라인부(Y')에 제 2 전원 라인(351)이 구비되게 한다.

상기 제 1 전원 라인부(X')의 제 1 전원 라인(350), 제 2 전원 라인부(Y')의 제 2 전원 라인(351) 및 데이터 라인부(Z')에 증

착된 상기 층간 절연막(340) 상부 전면에 걸쳐 실리콘 산화막(SiO2), 실리콘 질화막(SiNx) 및 이들의 적층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패시베이션막(360)을 형성한다.

다음, 상기 패시베이션막(360) 상부에 아크릴 수지, 벤조사이클로부텐 수지(BCB), 폴리이미드 수지(PI), SOG(Spin On

Glass), 아크릴레이트(Arcylate) 또는 폴리 페놀 수지 중에 적어도 하나의 유기막인 평탄화막(370)을 형성한다.

다음, 상기 기판 전면에 걸쳐 형성된 상기 패시베이션막(360)과 평탄화막(370)을 일괄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제 1 전원 라

인부(X')의 제 1 전원 라인(350)과 제 2 전원 라인부(Y')의 제 2 전원 라인(351)이 노출되도록 소정의 제 1 비어홀(371) 및

제 2 비어홀(372)을 각각 형성한다.

즉, 상기 제 1 전원 라인(350) 및 제 2 전원 라인(351)이 연결되도록 형성된 상기 제 1 비어홀(371) 및 제 2 비어홀(372)을

통하여, 상기 데이터 라인부(Z')의 상기 평탄화막(370) 상부 전면에 걸쳐 화소전극(352)을 증착한다.

상기 화소전극(352)은 다수의 화소들이 형성된 화소부와 분리되어 패터닝된다. 따라서, 상기 화소전극(352)은 제 1 및 제

2 비어홀들(371, 372)을 통하여 연결된 상기 제 1 및 제 2 전원 라인(350, 351)으로부터의 전원전압을 표시 패널에 형성

된 다수의 화소로 전달할 수 있다.

상기 화소전극(352)은 ITO(Indium Tin Oxide) 또는 IZO(Indium Zinc Oxide)로 구성된 투명 전극 물질로 구성된다.

다음, 상기 화소전극(352) 상부의 기판 전면에 걸쳐 화소 정의막(PDL : 380)을 도포한다.

여기서, 상기 화소 정의막(380)은 아크릴계 수지, 벤조사이클로부텐 수지(BCB), 폴리이미드 수지(PI), SOG(Spin On

Glass), 아크릴레이드(Acrylate) 또는 폴리 페놀 수지 중에 적어도 하나의 유기 물질로 이루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는 도 1의 종래 구조와 다르게 상기 다수의 데이

터 라인(330)과 오버랩 되는 전원 라인으로 캐소드 전극(352)을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데이터 라인(330)과 전원 라인

(352) 사이의 거리차(gap)를 멀게 하여 종래에 비해 기생 커패시터(C')의 커패시턴스를 훨씬 감소시켰다.

실시예 2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도 2에 도시된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신호 입력부의 I-I'를 절단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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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신호 입력부의 단면도는 제 1 전원 라인부(X'),

제 2 전원 라인부(Y') 및 데이터 라인부(Z')를 포함한다.

즉, 상기 단면도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구비되는 표시 패널부의 구성 요소 중에서 데이터 드라이버와 표시 패널을

서로 연결케 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이 절개된 부분이다. 따라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은 소정의 데이터 신호를 상기

표시 패널로 전달하기 위해 스파이더 타이(Spider tie)형의 라인들을 이용하여 출력된다.

먼저, 상기 단면도를 형성하는 제조 공정은 유리나 합성 수지 등으로 이루어진 기판(300)을 구비하며, 상기 기판(300) 상

부로부터 유출되는 불순물을 막아주기 위해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 및 실리콘 산화막/질화막(SiO2/SiNx)의 적층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버퍼층(310)을 형성한다.

단, 버퍼층(310)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상기 기판 전면에 걸쳐 게이트 절연막(320)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기판 전면에 걸쳐 표시 패널로 데이터신호를 인

가하기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패터닝되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330)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 라인 물질은 크롬(Cr), 몰리브덴(Mo), 알루미늄(Al) 또는 은(Ag)과 같은 금속 물질을 포함하는 합금

(ally) 중에 적어도 하나의 금속 물질로 이루어진다.

다음, 상기 데이터 라인부(Z')에 형성된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330)을 포함하는 게이트 절연막(320) 상부에 층간 절연

막(340)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전원 라인부(X') 및 제 2 전원 라인부(Y')에 형성된 층간 절연막(340) 상부에 소정의 전원

전극을 형성한다. 즉, 상기 전원 전극은 패터닝되어 제 1 전원 라인부(X')에 제 1 전원 라인(350)이 구비되게 하고, 제 2 전

원 라인부(Y')에 제 2 전원 라인(351)이 구비되게 한다.

상기 제 1 전원 라인부(X')의 제 1 전원 라인(350), 제 2 전원 라인부(Y')의 제 2 전원 라인(351) 및 데이터 라인부(Z')에 증

착된 상기 층간 절연막(340) 상부 전면에 걸쳐 실리콘 산화막(SiO2), 실리콘 질화막(SiNx) 및 이들의 적층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패시베이션막(360)을 형성한다.

다음, 상기 패시베이션막(360) 상부에 아크릴 수지, 벤조사이클로부텐 수지(BCB), 폴리이미드 수지(PI), SOG(Spin On

Glass), 아크릴레이트(Arcylate) 또는 폴리 페놀 수지 중에 적어도 하나의 유기막인 평탄화막(370)을 형성한다.

다음, 상기 기판 상부의 전면에 걸쳐 화소 정의막(PDL : 380)을 도포한다.

여기서, 상기 화소 정의막(380)은 아크릴계 수지, 벤조사이클로부텐 수지(BCB), 폴리이미드 수지(PI), SOG(Spin On

Glass), 아크릴레이드(Acrylate) 또는 폴리 페놀 수지 중에 적어도 하나의 유기 물질로 이루어진다.

다음, 상기 기판 전면에 걸쳐 형성된 상기 패시베이션막(360), 평탄화막(370) 및 화소 정의막(380)을 일괄적으로 식각하

여 상기 제 1 전원 라인부(X'')의 제 1 전원 라인(350)과 제 2 전원 라인부(Y'')의 제 2 전원 라인(251)이 노출되도록 소정

의 제 1 비어홀(381) 및 제 2 비어홀(382)을 각각 형성한다.

즉, 상기 제 1 전원 라인(350) 및 제 2 전원 라인(351)이 연결되도록 형성된 상기 제 1 비어홀(381) 및 제 2 비어홀(382)을

통하여, 상기 데이터 라인부(Z')의 상기 화소정의막(380) 상부 전면에 걸쳐 캐소드 전극(352)을 증착한다.

상기 캐소드 전극(352)은 다수의 화소들이 형성된 화소부와 분리되어 패터닝된다. 따라서, 상기 캐소드 전극(352)은 제 1

및 제 2 비어홀들(381, 382)을 통하여 연결된 상기 제 1 및 제 2 전원 라인(350, 351)으로부터의 전원전압을 표시 패널에

형성된 다수의 화소로 전달할 수 있다.

상기 캐소드 전극(352)은 칼슘(Ca), 마그네슘(Mg), 은(Ag)과 같은 금속 물질을 포함하는 합금(ally) 중에 적어도 하나의

금속 물질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는 도 1의 종래 구조와 다르게 상기 다수의 데이

터 라인(330)과 오버랩 되는 전원 라인으로 캐소드 전극(352)을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데이터 라인(330)과 전원 라인

(352) 사이의 거리차(gap)를 멀게 하여 종래에 비해 기생 커패시터(C')의 커패시턴스를 훨씬 감소시켰다.

등록특허 10-0721949

- 8 -



결국, 본 발명의 제 1 및 제 2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 라인과 오버랩 되는 부분의 전원 라인을 화소 전극 또는 캐소드 전극으

로 사용함으로써, 두 신호 라인 사이의 거리차가 종래에 비하여 훨씬 멀어지게 하여 기생 커패시터를 감소시켜 데이터 라

인의 부하를 감소시킨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는 표시 패널부의 신호 입력부의 데이터 라인들과 오버랩 되는 전원 라인을 화소전극 또

는 캐소드 전극으로 형성함으로써, 데이터 라인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구비되는 표시 패널부로 인가되는 신호 입력부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구비되는 표시 패널부의 평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도 2에 도시된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신호 입력부의 I-I'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도 2에 도시된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신호 입력부의 I-I'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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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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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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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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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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