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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부기판과 하부기판에 각각 서로 다른 색상을 방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를 형성하고, 상기 하부기판을 상기 상부기판을 봉지함으로써 개구율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자의 대형화를 유리하게 하는 기술이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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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소전극과, 발광층을 포함하는 제1유기막과, 제1대향전극을 구비하는 제1기판과, 제2화소전극과, 발광층을 포함하는

제2유기막과, 제2대향전극을 구비하는 제2기판으로 이루어지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에 제1화소영역, 제2화소영역 및 제3화소영역이 각각 나뉘어 구비되고, 상기 제1대향전극과 제2

대향전극이 직접 접촉하며,

상기 제1기판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는 전면 발광형 또는 양면 발광형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이고, 상기 제2기판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는 양면 발광형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과 제1화소전극 및 제2기판과 제2화소전극 간에 하나 이상의 박막 트랜지스터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화소영역, 제2화소영역 및 제3화소영역은 각각 적색화소영역, 청색화소영역 및 녹색화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에 제1화소영역 및 제2화소영역이 구비되고, 상기 제2기판에 제3화소영역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화소영역은 상기 제2화소영역의 일부에 중첩되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에 제2화소영역 및 제3화소영역이 구비되고, 상기 제2기판에 제1화소영역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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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3화소영역은 상기 제2화소영역의 일부에 중첩되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에 제1화소영역 및 제3화소영역이 구비되고, 상기 제2기판에 제1화소영역, 제2화소영역 및 제3화소영역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에 제1화소영역, 제3화소영역, 제3화소영역 및 제1화소영역의 순으로 구비되고, 상기 제2기판에 제3화소영

역, 제2화소영역, 제2화소영역, 제1화소영역, 제1화소영역, 제2화소영역, 제2화소영역 및 제3화소영역의 순으로 구비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은 적색광, 녹색광 및 옐로우광을 방출하고, 상기 제2기판은 적색광, 녹색광, 청색광, 시안색광 및 마젠타광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색광과 녹색광은 옐로우광을 방출하고, 상기 녹색광과 청색광은 시안색광을 방출하고, 상기 청색광과 적색광은 마

젠타색광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 또는 제2기판에 드라이버 IC가 더욱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 사이에 이방 전도성 필름이 더욱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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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2 또는 다수개의 화소영역이 구비되는 제1기판 상부에 제1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화소전극 상부에 발광층을 포함하는 제1유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유기막 상부에 제1대향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1 또는 다수개의 화소영역이 구비되는 제2기판 상부에 제2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화소전극 상부에 발광층을 포함하는 제2유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유기막 상부에 제2대향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을 서로 부착시켜 봉지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1대향전극과 제2대향전극이 직접 접촉하며,

상기 제1화소전극은 반사전극 또는 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상기 제1대향전극, 제2화소전극 및 제2대향전극은 투명전극

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과 제1화소전극 사이 및 상기 제2기판과 제2화소전극 사이에 하나 이상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더욱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유기막은 미세패턴마스크를 사용하여 각각의 화소영역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 1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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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유기막은 각각의 화소영역에 청색광을 방출하는 발광층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 사이에 이방 전도성 필름(ACF)를 더욱 형성하여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색상을 방출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를 각각 구비하는 제1기판과 제2기판을 서로 부착시킴으로써 해상도 및 개구율이 향상된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액티브 매트릭스 평판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액티브 매트릭스 평판 표시 장치에 사용되는 박막 트랜

지스터를 적층 구조로 형성하여 발광 영역의 개구율을 높인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시 장치 중 하나인 음극선관(CRT)은 TV를 비롯하여 계측기기, 정보 단말기기 등의 모니터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CRT 자체의 무게와 크기로 인하여 전자제품의 소형화, 경량화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CRT를 대체하기 위해 소형, 경량화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평판 표시 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상기 평판 표시 장치에

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splay) 등이 있다.

상기 평판 표시 장치는 구동 방식에 따라 패시브 매트릭스(Passive Matrix) 방식 및 액티브 매트릭스(Active Matrix) 방식

으로 구분된다.

상기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평판 표시 장치(이하 "액티브 매트릭스 평판 표시 장치"라 칭함)는 TFT가 형성되는 TFT 기

판과, 적색, 녹색, 청색의 발광 소자로 구성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액티브 매트릭스 평판 표시 장치는 스위칭용 TFT 및 구동용 TFT, 하나의 캐패시터와 발광 소자로 이루

어진다. 즉, 2개의 TFT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배면 발광 및 전면 발광 액티브 매트릭스 평판 표시 장치의 경우에는 상기 TFT 기판에 형성된 TFT 및 캐패시터

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 발광 소자에서 발광된 빛이 외부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개구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TFT 활성층의 전하 이동도(mobility)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TFT의 크기가 켜져 평판 표시 장치에서 차지하는 면적

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 1 은 종래기술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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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색(a), 녹색(b) 및 청색(c) 화소영역들을 갖는 투명절연기판(100) 상부에 소정 두께의 완충막(110)을 형성한다. 상

기 완충막(110)은 상기 투명절연기판(100)으로부터 유출되는 불순물이 후속 공정으로 형성되는 박막트랜지스터로 유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다음, 상기 완충막(110) 상부에 다결정실리콘층패턴들(120)을 형성하고, 상기 다결정실리콘층패턴들(120)의 양쪽 가장자

리에 불순물을 주입하여 상기 화소영역들(a, b, c) 별로 소오스영역들(122) 및 드레인영역들(124)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소오스영역(122)과 드레인영역(124) 간에는 채널영역(126)이 구비된다.

그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게이트절연막(130)을 형성하고, 상기 다결정실리콘층패턴들(120)의 채널영역(126)에 대응하도

록 게이트전극들(132)을 형성한다.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층간절연막(140)을 형성하고, 상기 층간절연막(140)을 식각하여 상기 소오스/드레인영역들(122,

124)을 노출시키는 콘택홀들(142)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콘택홀들(142)을 통하여 상기 소오스/드레인영역들(122,

124)에 접속하는 소오스/드레인전극(150, 152)을 형성한다.

그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보호막(160) 및 평탄화막(170)을 형성한다.

그 후, 상기 보호막(160) 및 평탄화막(170)을 식각하여 상기 드레인전극들(152)을 노출시키는 비아홀들(172)을 형성한

다.

이어서, 각 화소영역(a, b, c) 별로 상기 비아홀들(172)을 통하여 상기 드레인전극들(152)에 접속되는 화소전극(180)들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화소전극(180)은 반사전극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상기 화소전극(180)의 일부를 노출시켜 발광영역을 정의하는 화소정의막패턴(182)을 형성한다.

그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적어도 발광층을 포함하는 유기막(190) 및 대향전극(200)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유기막(190)

은 청색 또는 백색광을 방출하는 발광층을 포함한다.

그 후, 상기 대향전극(192) 상부에 투명보호막(도시안됨)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투명절연기판(100)에 대응하여 봉지기판(200)을 접착시켜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를 완성한다. 이때, 상기

봉지기판(200)의 일면에 흡습제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는 하나의 절연기판에 화소영역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해

상되 및 고휘도가 요구될수록 화소를 패터닝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경우 각 화소별로 TFT 및

캐패시터가 구비되어 개구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소자의 수명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제1기판과 제2기판에 서로 다른 색상을

방출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를 형성하고,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을 서로 부착시킴으로써 개구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소자의 대형화를 유리하게 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는,

제1화소전극과, 적어도 발광층을 포함하는 제1유기막과, 제1대향전극을 구비하는 제1기판과, 제2화소전극과, 적어도 발

광층을 포함하는 제2유기막과, 제2대향전극을 구비하는 제2기판으로 이루어지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에 제1화소, 제2화소 및 제3화소가 각각 나뉘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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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2개 이상의 화소영역이 구비되는 제1기판 상부에 제1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화소전극 상부에 적어도 발광층을 포함하는 제1유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유기막 상부에 제1대향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적어도 1개 이상의 화소영역이 구비되는 제2기판 상부에 제2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화소전극 상부에 적어도 발광층을 포함하는 제2유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유기막 상부에 제2대향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을 서로 부착시켜 봉지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면에는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에 한하여 도시하였으나,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에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단면도이고,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구조

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로서, 서로 연관지어 설명한다.

먼저, 도 2를 참조하면 게이트전극(332) 소오스/드레인전극(350, 352)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와, 화소전극(380), 적

어도 발광층을 포함하는 유기막(390) 및 대향전극(392)을 구비하는 제1기판(300)과 상기 제1기판(300)과 마찬가지로 박

막트랜지스터, 화소전극, 적어도 발광층을 포함하는 유기막 및 대향전극을 구비하는 제2기판(400)이 마주하여 구비되어

있다. 상기 제1기판(300)은 두 개의 화소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제2기판(400)은 하나의 화소영역을 구비한다.

먼저, 도 2에 도시된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두 개의 화소영역을 갖는 제1기판(300) 상부에 소정 두께의 완충막(310)을 형성한다. 상기 완충막(310)은 상기 제1

기판(100)으로부터 유출되는 불순물이 후속 공정으로 형성되는 박막트랜지스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성된

다.

다음, 상기 완충막(310) 상부에 다결정실리콘층패턴들(320)을 형성하고, 상기 다결정실리콘층패턴들(320)의 양쪽 가장자

리에 불순물을 주입하여 상기 화소영역들 별로 소오스영역들(322) 및 드레인영역들(324)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소오스

영역(322)과 드레인영역(324) 간에는 채널영역(326)이 구비된다.

그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게이트절연막(330)을 형성하고, 상기 다결정실리콘층패턴들(320)의 채널영역(326)에 대응하도

록 게이트전극들(332)을 형성한다.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층간절연막(340)을 형성하고, 상기 층간절연막(340)을 식각하여 상기 소오스/드레인영역들(322,

324)을 노출시키는 콘택홀들(342)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콘택홀들(342)을 통하여 상기 소오스/드레인영역들(322,

124)에 접속하는 소오스/드레인전극(350, 352)을 형성한다.

그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보호막(360) 및 평탄화막(370)을 형성한다.

그 후, 상기 보호막(360) 및 평탄화막(370)을 식각하여 상기 드레인전극들(352)을 노출시키는 비아홀들(372)을 형성한

다.

이어서, 각 화소영역 별로 상기 비아홀들(372)을 통하여 상기 드레인전극들(352)에 접속되는 화소전극(380)들을 형성한

다. 이때, 상기 화소전극(380)은 반사전극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상기 화소전극(380)의 일부를 노출시켜 발광영역을 정의하는 화소정의막패턴(382)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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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적어도 발광층을 포함하는 유기막(390)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발광층은 미세 패턴 마스크

(FMM;fine metal mask)를 이용하여 두 개의 화소영역에 색상별로 각각 형성하거나, 비교적 수명이 긴 적색 또는 녹색발

광층을 FMM를 이용하여 형성한 후 청색 발광층을 전면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다음, 상기 유기막(390) 상부에 대향전극(392)을 형성한다. 상기 대향전극(392)은 투명전극으로 형성된다.

다음, 하나의 화소영역을 갖는 제2기판(400)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를 형성한다. 이때, 상기 제

2기판(400)에 형성되는 화소전극은 상기 제1기판(300)에 형성되는 화소전극(390)과 달리 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대향

전극도 투명전극으로 형성한다. 이는 제1기판(300) 상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가 제2기판(400)을 통해서 빛을 방출시

켜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기 제2기판(400) 상에 형성되는 유기막은 FMM을 사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형성할 수 있

다. 이때, 제1기판(400) 상에 적색 및 녹색광을 방출하는 발광층을 각각의 발광영역에 형성할 수도 있지만, 청색광을 방출

하는 발광층을 공통층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 적색 또는 녹색광을 방출하는 발광층과 중첩시켜 형성할 수 있으므로 얼라

인 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한 경우 FMM의 사용 회수를 1회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1기판(300)과

제2기판(400)에 화소영역을 나누어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1기판(300)은 적어도 3배 이상 개구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상

기 제2기판(400)은 적어도 9배이상의 개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후,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기판(300)과 제2기판(400)을 접착제(500)에 의해 부착시킨다. 이때, 상기 제1기

판(300)과 제2기판(400) 사이에 유기 절연막을 더욱 구비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1기판(300) 또는 제2기판(400), 예

를 들어 제1기판(300)의 가장자리에 드라이버 IC(600)가 부착되어 있다. 이때, 상기 드라이버 IC(600)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데이터 신호 또는 스캔 신호를 제어하는 것으로, 상기 제1기판(300)과 제2기판(400) 간에 도전성 입자를 포

함하는 이방 도전성 필름(anisotropic conductive film)을 사용하여 상기 제1기판(300)과 제2기판(400)을 전기적으로 연

결시킴으로써, 상기 드라이버 IC(600)를 통해 제1기판(300) 또는 제2기판(400)의 데이터 신호 또는 스캔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

도 3a 내지 도 3c 는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레이아웃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제1기판과 제2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는 발광층의 색상을 나타낸다.

먼저, 도 3a와 도 3b 는 적색(R), 녹색(G) 및 청색(B)화소영역을 제1기판과 제2기판에 나누어 형성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서, 제1기판은 하부에 구비되고, 제2기판은 상부에 구비되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결정하였다.

도 3a를 참조하면, 제1기판에 청색화소영역(B)과 녹색화소(G)영역이 구비되고, 제2기판에 적색화소영역이 구비되는 경우

를 도시한다.

도 3b를 참조하면, 제1기판에 청색화소영역(B)과 적색화소영역(G)이 구비되고, 제2기판에 녹색화소영역(G)이 구비되는

경우를 도시한다.

도 3c 는 적색(R), 녹색(G), 청색(B), 시안(C), 마젠타(M) 및 옐로우(Y)화소영역이 구비되는 경우를 도시한다. 이때, 시안

(cyan)화소는 녹색(G) 및 청색(B)화소로 이루어지고, 마젠타(magenta)화소는 적색(R) 및 청색(B)화소로 이루어지고, 옐

로우(yellow)화소는 적색(R) 및 녹색(G)화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 3c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기판에는 녹색(G), 청

색(B), 청색(B), 적색(R), 적색(R), 청색(B), 청색(B) 및 녹색(G)화소의 순으로 반복되어 구비되고, 제2기판에는 적색(R),

녹색(G), 녹색(G) 및 적색(R)화소의 순으로 반복되어 구비될 수 있다. 상기 각각의 화소는 개별적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시

안, 마젠타 및 옐로우화소는 각각의 색상에 맞는 화소를 동시에 구동함으로써 재현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은 두 개의 기판에 색상별로 화소를 나누어 형성함으로써 FMM을 이용한 유기

막의 증착 회수를 감소시키고, 개구율을 향상시켜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얼라인 회수의 감소로 인한 공정 시간

감축으로 인하여 소자의 대형화를 유리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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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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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기술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단면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단면도.

도 3a 내지 도 3c 는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레이아웃을 도시한 도면.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절연기판 110, 310 : 완충막

120, 320 : 다결정실리콘층패턴 122, 322 : 소오스영역

124, 324 : 드레인영역 126, 326 : 채널영역

130, 330 : 게이트절연막 132, 332 : 게이트전극

140, 340 : 층간절연막 142, 342 : 콘택홀

150, 350 : 소오스전극 152, 352 : 드레인전극

160, 360 : 보호막 170, 370 : 평탄화막

172, 372 : 비아홀 180, 380 : 애노드

182, 382 : 화소정의막패턴 190, 390 : 유기발광층

192, 392 : 캐소드 200 : 봉지기판

300 : 제1기판 400 : 제2기판

500 : 접착제 600 : IC

700 : ACF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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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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