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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57) 요약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제공한다. 봉지 기판에 배선을 형성하여 사용하는바,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배선에 대응하는 부

분 이외의 영역에 배선을 형성하거나, 봉지 기판에만 공통전원공급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배선에

대응하는 부분 이외의 봉지 기판의 소정 영역에 배선을 형성하거나, 봉지 기판에만 공통전원공급라인을 형성함으로써 데

드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다. 즉, 기존에 기판에 형성되는 배선영역에 다른 배선을 형성하거나 화소영역을 더욱 넓게 할 수

있다. 또한, 봉지 기판에 배선을 넓게 형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압강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2b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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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일정 화소가 배열된 화소영역 및 배선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및

상기 기판 상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기판과 마주보는 면의 일정 영역에 배선이 형성되어 있는 봉지 기판을 포함하며,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배선은 상기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배선에 대응하는 부분 이외의 영역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은 상기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공통전원라인(Vdd라인)에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공통전원공급라인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과 상기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은 도전성 물질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물질은 이방전도성 필름(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의 넓이는 상기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의 넓이보다 넓은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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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영역은 애노드전극, 캐소드전극 및 상기 애노드전극과 상기 캐소드전극 사이에 개재된 유기 박막층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은 상기 캐소드전극에 소정의 전압을 제공하는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

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과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에 형성된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은 상기 애노드전극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

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과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전원공급라인은 도전성 물질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물질은 이방전도성 필름(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의 넓이는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의 넓이보다 넓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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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일정 화소가 배열된 화소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및

상기 기판 상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기판과 마주보는 면의 일정 영역에 공통전원공급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봉지 기판

을 포함하며,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라인들 및 패드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과 상기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라인들 및 패드는 도전성 물질에 의해 연결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물질은 이방전도성 필름(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8.

일정 화소가 배열된 화소영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화소영역은 애노드전극, 캐소드전극 및 상기 애노드전극과 상기 캐

소드전극 사이에 개재된 유기 박막층을 구비하고 있는 기판; 및

상기 기판 상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기판과 마주보는 면의 일정 영역에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봉지

기판을 포함하며,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극과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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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과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전극은 도전성 물질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물질은 이방전도성 필름(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캐소드전극 상에 형성된 절연막을 더욱 포함하며,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과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전극은 상기 절연막에 형성된 1 또는 다수개

의 콘택홀을 통하여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봉지 기판의 소정 영역에 배선이 형성되어 있는 유기전

계발광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평판표시장치(Flat Panel Display) 중에서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OLED: Organic Electroluminescence display)는 자

발광이며, 시야각이 넓고, 응답 속도가 빠르고, 얇은 두께와 낮은 제작비용 및 높은 콘트라스트(contrast) 등의 특성을 나

타냄으로써 향후 차세대 평판 표시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유기 전계발광표시장치는 전자와 정공이 반도체 안에

서 전자-정공 쌍을 만들거나 캐리어들이 좀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여기된 후 다시 안정화 상태인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과

정을 통해 빛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그리고,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는 그 구동 방식에 따라 PMOLED(Passive

Matrix OLED) 및 AMOLED(Active Matrix OLED)로 구분된다.

도 1a 내지 도 1c는 종래 기술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 및 표시장치

의 단면도이다.

도 1a를 참조하면, 기판(100) 상에는 소정의 화소가 배열되어 있는 화소 영역(150)과, 상기 화소 영역(150)의 주변에 형성

되어 공통전원라인(Vdd라인, 160)에 전원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공통전원공급라인(110)과,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110)

에 연결되어 있고 각 화소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공통전원라인(160)과,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스캔드라이버(140)와, 데

이터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드라이버(130)를 포함한다. 상기 공통전원라인(160)은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110)의 상측

및 하측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을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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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화소영역(150)의 상부에 배열되는 캐소드전극(120)과, 상기 화소영역(160)의 일측에 상기 캐소드전극(120)과

중첩되도록 배열되어 상기 캐소드전극(120)으로 캐소드전압을 제공하는 캐소드 전원공급라인(170)을 포함한다.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110), 캐소드 전원공급라인(170)을 비롯한 기타 배선들은 패드(180)와 연결되어 소정의 전원을

공급받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판(100) 상에는 많은 배선들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배선들이 차지하는 면적(이하, 데드 스페이스라

함, dead space) 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면적만큼 화소 영역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유기전계발

광표시장치는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상기 표시장치 내에 형성되는 배선들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었다. 따

라서, 데드 스페이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화소 영역을 넓히거나 표시장치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표시장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상기 배선들을 얇게 형성하기도 하나 이 경우 전압강하(IR drop)가 커지게 되는 문

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도 1b 및 도 1c를 참조하면, 도 1b는 봉지 기판(101)의 저면도로서 상기 봉지 기판(101)의 하부면을 도시하고 있으며, 도

1c는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Ｉ-Ｉ'에서의 단면도이다. 주변 부분(190)은 상기 기판(100)에 접착제(102)가 도포되어 상

기 봉지 기판(101)과 접착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상기 봉지 기판(101)은 기판(100) 상에서 밀폐되고, 상기 봉지 기판(101)

과 기판(100)에 의해 마련된 내부공간에는 상기 기판(100) 상에 형성된 유기발광소자(103)를 보호하기 위한 흡습제(도면

에 도시되지 않음)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상기 흡습제는 상기 봉지 기판(101)의 하부면에 형성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데드 스페이스를 줄여서 화

소영역을 넓히거나 전압강하를 줄일 수 있는 유기전계발광표시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장치는 소정의 화소가 배열된 화

소영역 및 배선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을 구비한다. 상기 기판 상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기판과 마주보는 면의 소정 영

역에 배선이 형성되어 있는 봉지 기판을 포함한다.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배선은 상기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배선에 대

응하는 부분 이외의 영역에 형성된다. 이로써, 기존에 기판에 형성되는 배선영역에 다른 배선을 형성하거나 화소영역을 더

욱 넓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봉지 기판에 배선을 넓게 형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압강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배선은 상기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공통전원라인(Vdd라인)에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공통전원공급라인일 수 있다. 상

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과 연결될 수 있으며, 도전성 물질에 의

해 연결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물질로서 이방전도성 필름(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은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넓이는 상기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

공급라인의 넓이보다 넓게 형성 될 수 있다.

상기 화소영역은 애노드전극, 캐소드전극 및 상기 애노드전극과 상기 캐소드전극 사이에 개재된 유기 박막층을 구비할 있

다. 상기 배선은 상기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캐소드전극에 소정의 전압을 제공하는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일 수 있다.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과 연결될 수 있으며, 도전성 물질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물질로서 이방전도성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기판에 형성된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

라인은 애노드전극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은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넓이는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

드 전원공급라인의 넓이보다 넓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장치는 소정의 화소가 배열된 화소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을 구비한다. 상기 기판 상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기판과 마주보는 면의 소정 영역에 공통전원공급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봉지 기판을 포함한다. 상기 공통전원공급라

인은 상기 기판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고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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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라인들 및 패드와 연결될 수 있으며, 도전성 물

질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물질로서 이방전도성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은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장치는 소정의 화소가 배열된 화소영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화소영역은 애노드전극, 캐소드전극 및 상기

애노드전극과 상기 캐소드전극 사이에 개재된 유기 박막층을 구비하고 있는 기판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 상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기판과 마주보는 면의 소정 영역에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봉지 기판을 포함한다. 상기 캐소

드 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은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극과 연결될 수 있으며, 도전성 물질에 의

해 연결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물질로서 이방전도성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캐소드전극 상에 형성된 절연막을 더욱 포함하며, 상기 봉지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과 상기 기판에 형성

된 캐소드전극은 상기 절연막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콘택홀을 통하여 연결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

일한 참조 번호는 동일한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

및 표시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기판(200) 상에 소정의 화소가 배열되어 있는 화소 영역(25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화소 영역(250)에

는 각 화소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공통전원라인(Vdd라인, 260)과,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스캔드라이버(140)에 연결되어

있는 스캔라인들(도시되지 않음)과, 데이터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드라이버(130)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라인들(도시되

지 않음)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스캔라인은 상기 공통전원라인(260)과 교차하고, 상기 데이터 라인은 상기 공통전원라인

(260)과 평행하고, 상기 스캔 라인과는 서로 절연되면서 교차한다. 상기 스캔 라인 및 상기 데이터 라인의 교차에 의해 단

위화소영역이 정의된다. 상기 공통전원라인(260)은 도면상에 세 개만 도시되어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다수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상기 화소 영역(250)의 주변부에는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공통전원라인(260)은 상기 공통전원공

급라인(210)의 상측 및 하측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을 공급받는다. 이때,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는 상기 공통전원공급

라인(210)을 상기 기판(200)의 모든 주변부에 걸쳐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화소 영역(250)의 좌측 주변부에는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을 형성하지 않는다. 상기 화소 영역(250)의 좌측 주변부에 형성할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은

후술할 봉지 기판(201)의 소정 영역에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화소 영역(250)의 좌측 주변부에는 다른 배선을 형성하거

나, 화소 영역(250)을 더욱 넓힐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화소영역(250)의 상부에는 캐소드전극(220)이 형성되어 있는바, 기판(200)의 좌측 주변부까지 확장하여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화소영역(250)의 좌측에는 상기 캐소드전극(220)과 중첩되도록 배열되어 상기 캐소드전극(220)으로 캐소드전

압을 제공하는 캐소드 전원공급라인(27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는 상기 화소 영역(250)의 좌측 주변부에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을 형성하

지 않고 캐소드 전원공급라인(270)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화소 영역(250)을 넓힐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캐소드 전원공

급라인(270)이 상기 화소영역(250)의 좌측에 형성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캐소드 전원공급라인

(270)을 상기 화소영역(250)의 우측 또는 기타 영역에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화소영역(250)의 우측 또는 기타 영

역에는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을 형성하지 않고, 그 영역에 대응하는 봉지 기판(201)의 영역에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

(210)을 형성한다.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210), 캐소드 전원공급라인(270)을 비롯한 기타 배선들은 패드(180)와 연결되어 소정의 전원을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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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 및 도 2c를 참조하면, 도 2b는 봉지 기판(201)의 저면도로서 상기 봉지 기판(201)의 하부면을 도시하고 있으며, 도

2c는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Ⅱ-Ⅱ'에서의 단면도이다. 상기 봉지 기판의 주변 부분(190)은 상기 기판(200)에 접착제

(202)가 도포되어 상기 봉지 기판(201)과 접착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상기 봉지 기판(201)의 상기 기판(200)과 마주보는 면에 배선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배선은 공통전원공급라인(210)으로

써 상기 봉지 기판(201)의 좌측에 형성될 수 있다. 즉, 상기 봉지 기판(201)에 형성된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의 영역

은 상기 기판(200)에서 형성되지 않은 공통전원공급라인의 영역에 대응하는 영역에 해당된다. 상기 봉지 기판(201)에 형

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은 상기 봉지 기판(201)의 좌측 영역뿐만 아니라 전 영역을 활용하여 형성할 수 있으며, 그 형

태는 선형 또는 곡선형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봉지 기판(201)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은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봉지 기

판(201)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의 넓이는 상기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의 넓이보다 넓게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기판(200) 상에 형성하는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을 좁게 형성하여도 전압강하(IR drop)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 2a 및 도 2b를 다시 참조하면, 상기 봉지 기판(201)에 형성된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은 상기 기판(200) 상에 형

성된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210)과 연결된다.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은 전원을 공급하는 배선이므로 상기 기판

(200) 및 봉지 기판(201)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을 도전성 물질에 의하여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판(200) 및 봉지 기판(201)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을 연결시키는 도전성 물질로서 이방전도성 필름

(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이방전도성 필름은 접착필름(Adhesive Film) 두께가

15~35 μm인 절연 접착제에 지름이 3~15㎛를 갖는 미세한 전도성 입자(Conductive Particle)를 흩뿌린 상태의 접착 필름

을 말한다.

상기 이방전도성 필름을 상기 기판(200) 및 봉지 기판(201)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들의 연결부분(216)에 개재

한다. 상기 이방전도성 필름을 가열(160 내지 180℃, 접속시간:10 내지 20 sec) 또는 가압(2 내지 3 MPa)하여 접착제를

용융한다. 이때, 분산되어 있는 전도성 입자가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210) 사이에서 보호되어 도전성이 얻어진다. 한편,

접착제의 높은 접착력에 상기 기판(200) 및 봉지 기판(201)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은 결합된다.

이때, 상기 기판(200) 상에 형성된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210) 상부에는 절연막 등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

기 절연막에 콘택홀을 형성하고, 상기 콘택홀에 상기 이방전도성 필름을 개재하여 상기 기판(200) 및 봉지 기판(201)에 형

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들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방전도성 필름이 개재되는 위치는 상기 봉지 기판(201)이 기판(200) 상에서 밀폐되는 영역과 중첩될 수 있

다. 이 경우, 상기 기판(200)의 주변부를 따라 도포하는 접착제(202) 사이에 상기 이방전도성 필름이 개재하여 상기 기판

(200)과 봉지 기판(201)을 봉지하는 과정에서 상기 기판(200) 및 봉지 기판(201)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210)을 연

결시킬 수 있다.

상기 봉지 기판(201)과 상기 기판(200)을 체결함으로써 하나의 패널을 형성하는바, 접착제(202)를 사용하여 상기 봉지 기

판(201)과 상기 기판(200)을 체결할수 있다. 즉, 상기 기판(200)의 주변부를 따라 도포된 접착제(202)를 소정온도에서

UV(Ultra-Violet)를 조사하여 경화함으로써 상기 봉지 기판(201)을 상기 기판(200) 상에서 밀폐시킬 수 있다.

상기 봉지 기판(201)과 기판(200)에 의해 마련된 내부공간에는 상기 기판(200) 상에 형성된 유기발광소자(203)를 보호하

기 위한 흡습제(도면에 도시되지 않음)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상기 흡습제는 상기 봉지 기판(201)의 하부면에 형성될 수

있다.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이

다.

도 3a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는 공통전원공급라인(310)을 기판(300)의 모든 주변부에 걸쳐 형성하는 것

이 아니라, 화소 영역(350)의 좌측 및 우측 주변부에는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310)을 형성하지 않는다. 상기 화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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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의 좌측 및 우측 주변부에 형성할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310)은 후술할 봉지 기판(301)의 소정 영역에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화소 영역(350)의 좌측 및 우측 주변부에는 다른 배선을 형성하거나, 화소 영역(350)을 더욱 넓힐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 3b를 참조하면, 도 3b는 봉지 기판(301)의 저면도로서 상기 봉지 기판(301)의 하부면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봉지 기판(301)의 상기 기판(300)과 마주보는 면에 공통전원공급라인(31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공통전원공급라

인(310)은 상기 봉지 기판(301)의 좌측 및 우측에 형성될 수 있다.

상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와 동일하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이

다.

도 4a를 참조하면, 기판(400) 상에 소정의 화소가 배열되어 있는 화소 영역(45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화소 영역(450)에

는 각 화소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공통전원라인(Vdd라인, 460)과,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스캔드라이버(140)에 연결되어

있는 스캔라인들(도시되지 않음)과, 데이터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드라이버(130)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라인들(도시되

지 않음)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화소 영역(450)은 애노드전극(도시되지 않음), 캐소드전극(420) 및 상기 애노드전극과 상기 캐소드전극 사이에 개재

된 유기 박막층(도시되지 않음)을 구비할 수 있으며 이로써, 유기전계발광소자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화소 영역(450)의 주변부에는 공통전원공급라인(410)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공통전원라인(460)에 전원을 공급한다.

상기 화소영역(450)의 상부에는 캐소드전극(420)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서는 상기 화소영역

(450)의 좌측 상부 에지(edge)에 상기 캐소드전극(420)과 중첩되도록 배열되어 상기 캐소드전극(420)으로 캐소드전압을

제공하는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이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화소 영역(450)의 좌측에는 상기 캐소드전극(420)과 중첩

하는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을 형성하지 않는다. 상기 캐소드전극(420)은 상기 애노드전극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상기 애노드전극을 형성할 시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또

한,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410)의 상부 영역에 중첩되도록 형성하여도 절연을 유지하며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화소 영역(450)의 좌측에 형성할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은 후술할 봉지 기판(401)의 소정 영역에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화소 영역(450)을 더욱 넓힐 수 있다.

도 4b를 참조하면, 도 4b는 봉지 기판(441)의 저면도로서 상기 봉지 기판(401)의 하부면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봉지 기판(401)의 상기 기판(400)과 마주보는 면에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캐소드 전원공

급라인(470)은 상기 봉지 기판(401)의 좌측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봉지 기판(401)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은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봉지

기판(401)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의 넓이는 상기 기판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의 넓이보다 넓게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기판(400) 상에 형성한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을 화소영역(450)의 좌측 상부 에지

(edge)에 상기 캐소드전극(420)과 중첩되도록 형성하여도 전압강하(IR drop)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 4a를 다시 참조하면, 상기 봉지 기판(401)에 형성된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은 상기 기판(400) 상에 형성된 상

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과 연결된다.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70)은 전원을 공급받는 배선이므로 상기 기판

(400) 및 봉지 기판(401)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410)을 도전성 물질에 의하여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전성 물질로서 이방전도성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이방전도성 필름을 상기 기판(400) 및 봉지 기판(401)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410)의 연결부분(416)에 개재하여 연결할 수 있다.

상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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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이

다.

도 5a를 참조하면, 기판(500) 상에 소정의 화소가 배열되어 있는 화소 영역(55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화소 영역(550)에

는 각 화소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공통전원라인(Vdd라인, 560)과,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스캔드라이버(140)에 연결되어

있는 스캔라인들(도시되지 않음)과, 데이터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드라이버(130)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라인들(도시되

지 않음)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서는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510)을 상기 기판(500) 상에는 형성하지 않는다. 상기 화소 영

역(550)의 주변부에 형성할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510)은 후술할 봉지 기판(501)의 소정 영역에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화소 영역(550)의 주변부에는 다른 배선을 형성하거나, 화소 영역(550)을 더욱 넓힐 수 있다. 즉, 상기 화소영역(550)의

상부에는 캐소드전극(520)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화소영역(550)의 좌측 주변부에는 상기 캐소드전극(520)과 중첩되도록

배열되어 상기 캐소드전극(520)으로 캐소드전압을 제공하는 캐소드 전원공급라인(570)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화

소 영역(550)을 아래쪽으로 더욱 확장하여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기판(500) 상에는 후술할 봉지 기판(501)에 형성되

는 공통전원공급라인(510)과 연결할 수 있도록 패드(180)를 길게 형성한다. 즉, 상기 패드(180)를 상기 기판(500)과 후술

할 봉지 기판(501)이 접착되는 영역에까지 길게 형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 5b를 참조하면, 도 5b는 봉지 기판(501)의 저면도로서 상기 봉지 기판(501)의 하부면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봉지 기판(501)의 상기 기판(500)과 마주보는 면에 공통전원공급라인(51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공통전원공급라

인(510)은 상기 봉지 기판(501)의 주변부에 걸쳐 형성될 수 있다.

도 5a를 다시 참조하면, 상기 봉지 기판(501)에 형성된 상기 공통전원공급라인(510)은 상기 기판(500) 상에 형성된 상기

공통전원라인(560)들 및 패드(180)에 연결된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봉지 기판(501)의 상측 및 하측에 형성된 공통전

원공급라인(510)은 상기 기판(500) 상에 형성된 상기 공통전원라인(560)들의 단부에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봉지 기판

(501)의 좌측 및 우측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510)은 상기 기판(500)에 형성된 패드(180)에 연결된다. 상기 봉지 기

판(501)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510)과 상기 기판(500)에 형성된 공통전원라인(560) 및 패드(180)는 도전성 물질에

의하여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전성 물질로서 이방전도성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이방전도성 필름을

상기 봉지 기판(501)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510)과 상기 기판(500)에 형성된 캐소드 전원공급라인(510) 및 패드

(180)와의 연결부분(516)에 개재하여 연결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기판(500) 상에 형성하는 공통전원라인(560)은 상기 봉지 기판(501) 상에 형성된 공통전원공급라인(510)과의

연결을 위하여 상기 기판(500)의 상측 및 하측 부분까지 연장하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와 동일하다.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이

다.

도 6a를 참조하면, 기판(600) 상에 소정의 화소가 배열되어 있는 화소 영역(65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화소 영역(650)에

는 각 화소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공통전원라인(Vdd라인, 660)과,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스캔드라이버(140)에 연결되어

있는 스캔라인들(도시되지 않음)과, 데이터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드라이버(130)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라인들(도시되

지 않음)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화소영역(650)의 상부에는 캐소드전극(620)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서는 캐소드 전원공급라인(670)을 상기 기판(600) 상에는 형성하지 않는다. 상기 캐소드전

극(620)과 중첩되도록 형성할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670)은 후술할 봉지 기판(601)의 소정 영역에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화소영역(650)을 더욱 넓힐 수 있다. 즉,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670)이 차지하던 공간을 상기 화소영역650)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 6b를 참조하면, 도 6b는 봉지 기판(601)의 저면도로서 상기 봉지 기판(601)의 하부면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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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봉지 기판(601)의 상기 기판(600)과 마주보는 면에 캐소드 전원공급라인(67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캐소드 전원공

급라인(670)은 상기 봉지 기판(601)의 좌측 및 우측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한하지 않고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

인(670)의 단면적을 넓혀 전압강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직선 형태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형성할 수 있다.

도 6a를 다시 참조하면, 상기 봉지 기판(601)에 형성된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670)은 상기 기판(600) 상에 형성된 상

기 캐소드전극(620)에 연결된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캐소드전극(620) 중 상기 화소영역(650)과 중첩되는 영역 이외의

영역에 상기 봉지 기판(601)에 형성된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670)과 연결되는 연결부분(616)에 도전성 물질을 개재

하여 연결시킨다. 상기 도전성 물질로서 이방전도성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캐소드전극(620) 상에는 절연막(도시하지 않음)이 개재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연결부분(616)에 해당되는

상기 절연막에 콘택홀을 형성하고, 상기 콘택홀에 도전성 물질을 개재하여 상기 캐소드 전원공급라인(670)과 연결할 수

있다. 상기 콘택홀을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하여 연결할 수 있다.

상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와 동일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배선에 대응하는 부분 이외의 봉지 기판의 소정 영역에 배선을

형성하거나, 봉지 기판에만 공통전원공급라인을 형성함으로써 데드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다. 즉, 기존에 기판에 형성되는

배선영역에 다른 배선을 형성하거나 화소영역을 더욱 넓게 할 수 있다. 또한, 봉지 기판에 배선을 넓게 형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압강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범

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종래 기술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 및 표시장치

의 단면도,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

및 표시장치의 단면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를 설명하는 기판의 평면도, 봉지 기판의 저면도이

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300, 400, 500, 600 : 기판

101, 201, 301, 401, 501, 601 : 봉지기판

110, 210, 310, 410, 510, 610 : 공통전원공급라인

120, 220, 420, 520, 620 : 캐소드전극

등록특허 10-07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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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50, 350, 450, 550, 650 : 화소영역

160, 260, 360, 460, 560, 660 : 공통전원라인

170, 270, 470, 570, 670 : 캐소드 전원공급라인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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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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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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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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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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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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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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