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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사용 기판, 전사 방법 및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방법

(57) 요약

전사 기판은, 지지 기판, 광-열 변환층, 광-열 변환층을 구성하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는 확산 방지층, 및 유기 재료로 이

루어진 전사층을 포함하고, 광-열 변환층, 확산 방지층 및 전사층은 이 순서로 지지 기판 상에 형성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사 기판으로서,

지지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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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열 변환층,

상기 광-열 변환층을 구성하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는 확산 방지층, 및

유기 재료로 이루어진 전사층을 포함하고,

상기 광-열 변환층, 상기 확산 방지층 및 상기 전사층은 이 순서로 상기 지지 기판 상에 형성되는

전사용 기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방지층은 실리콘 질화물 또는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전사용 기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열 변환층은 금속 재료를 포함하는 전사용 기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사층은 발광 재료를 포함하는 전사용 기판.

청구항 5.

전사 방법으로서,

지지 기판 상에 광-열 변환층, 확산 방지층, 및 유기재료로 이루어진 전사층이 이 순서로 형성되는 전사용 기판을, 전사층

이 피전사 기판으로 향한 상태로 대향 배치되는 단계, 및

상기 광-열 변환층을 구성하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상기 광-열 변환층에서 상기 광을 열 변환하도록, 상기 지지 기

판 측으로부터 광을 조사함으로써, 상기 전사층을 상기 피전사 기판 측으로 열전사하는

전사 방법.

청구항 6.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으로서,

기판 상에 하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전극 상에 적어도 발광층을 포함하는 유기층을 성막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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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기층을 개재하여 상기 하부 전극 위에 적층하는 상태로 상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기판 상에 하부 전극을 패턴 형성한 후,

지지 기판 상에 광-열 변환층, 확산 방지층, 및 발광 재료를 포함하는 유기재료로 이루어진 전사층이 이 순서로 형성되는

전사용 기판은, 상기 전사층이 상기 기판으로 향하도록 배치되고, 및

상기 광-열 변환층을 구성하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상기 광-열 변환층에서 상기 광을 열 변환하도록, 상기 지지 기

판 측으로부터 광을 조사함으로써, 광-열 변환층의 광의 열 변환에 의해 상기 전사층이 하부 전극으로 열전사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

본 발명은 2005년 12월 26일자로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JP 2005-371748호와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며,

상기 출원의 전체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 결합되어 있다.

본 발명은 전사용 기판, 전사 방법 및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기 재료층의 패턴 형성에 적

합하게 이용되는 전사용 기판, 이 전사 기판을 이용한 전사 방법 및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유기 재료의 전계 발광을 이용한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이하, 유기 EL 소자로 지칭함)는, 저전압 직류 구동에 의한 고휘도

발광이 가능한 발광 소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유기 EL 소자는 하부 전극과 상부 전극과의 사이에 정공 수송층 및 발광

층을 적층시킨 유기층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기 EL 소자를 이용한 풀 컬러의 표시 장치의 일례는, 다양한 컬러, 즉 R(적색), G(녹색) 및 B(청색)의 유기 EL 소

자를 포함한다. 이 유기 EL 소자는 기판상에 배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표시 장치의 제조에서는，적어도 발광층을 발광

소자마다 패턴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발광층은 하나의 색을 발광하는 유기발광 재료로 구성된 층이다. 발광층의 패턴 형

성은 섀도우 마스킹, 잉크 젯, 또는 그밖의 방법을 포함한다. 섀도우 마스킹에 있어서, 발광 재료는 예를 들어 개구 패턴 마

스크를 통한 기상 증착 또는 코팅에 의해 시트에 인가된다.

여기서 문제점은. 섀도우 마스킹에 의한 패턴 형성이 마스크에 형성되는 개구의 미세 패턴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마스크

가 형상 변형 또는 사이즈 증가, 및 기타의 경우에 높은 위치 정밀도로 발광 소자 영역에 패턴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기 EL 소자의 미세화 및 고밀도 설계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한, 개구 패턴 마스크에의

노출로 인해, 먼저 형성된 유기층을 주로 포함한 기능층에 파괴가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제조 수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잉크 젯트법에 의한 패턴 형성은, 그 패턴 형성 정밀도의 한계로 인해, 유기 EL 소자의 미세화, 고집적화, 및 기판의 대형화

가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유기 재료로 구성된 발광층이나 그 밖의 기능층의 새로운 패턴 형성 방법으로서, 에너지원(열원)

을 이용한 전사 방법(즉, 열 전사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열 전사법을 이용한 표시 장치의 제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행한다. 우선, 표시 장치의 기판(이하, 장치 기판이라고 칭함) 위로 하부 전극을 형성해 둔다. 한편, 별도의 지지 기판

상에는, 광열 변환을 행하기 위한 광 흡수층을 개재하여, 발광층(전사층)을 성막한다. 그 결과가 전사용 기판이다. 광 흡수

층으로서는, 예를 들면 색소나 탄소와 같은 안료, 또는 니켈, 티탄과 같은 금속이 이용된다. 그리고, 발광층과 하부 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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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시키는 상태에서, 장치 기판과 전사용 기판을 배치한다. 적층된 층은 전사용 기판측으로부터의 레이저 광에 조사됨으

로써, 발광층이 장치 기판의 하부 전극 위로 열 전사된다. 이때, 레이저 광을 스폿 조사하면서 그 층의 주사를 통해, 발광층

은 하부 전극상의 소정 영역에만 열 전사된다. 상세한 사항은, 특허 문헌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열 전사법에서는, 발광층의 상부에 성능 향상층을 포함하는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이는, 공정 중이나 공정간에, 산소나 수

분의 부착 및 오염에 의한 발광층의 소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능 향상층은, 알칼리 금속 등의 금속 재료, 또는 유기 화

학 환원제를 포함하고，열 증발법, 전자 빔 증발법 등에 의해, 발광층의 상부에 형성된다. 상세한 사항은, 특허 문헌 2를 참

조하기 바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전술한 전사용 기판을 이용한 전사 방법에서는, 열 전사시, 광열 변환용의 광 흡수층의 적어도 일부가 전사층에 혼

입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렇게 전사층중에 광 흡수층이 혼입되는 것은, 발광 효율을 떨어뜨리고, 휘도 수명을 저하시키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열 전사법에 의해 형성된 발광층의 상부에, 성능 향상층을 설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전사용 기판측에 형성한 전사층을, 불순물을 혼입시키지 않게 피전사측에 열 전사할 수 있는 전사용 기판을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순물의 혼입 없이 전사층을 피전사측에 열 전사할 수 있는 전사 방법, 및 열 전사에 의한 불

순물의 혼입 없이 발광층을 형성할 수 있어 발광 효율 및 휘도 수명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유기 EL 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지지 기판, 광열 변환층, 상기 광열 변환층을 구성하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는 확산 방지

층, 및 유지 재료로 구성된 전사층을 포함하는 전사용 기판이 제공된다. 전사용 기판에서, 광열 변환층, 확산 방지층 및 전

사층은 이 순으로 지지 기판상에 형성된다.

본 명세서에서, "재료의 확산"이라는 표현은, 재료의 적어도 일부가 당초에 존재하리라고 기대된 영역을 초과해서 존재하

는 것을 의미한다. 재료의 확산 정도 및 그 양은 본 명세서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의 전사용 기판에서는，광열 변환층을 구성하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열 변환층과 전사층 사이에

설치된 확산 방지층은, 재료가 광열 변환층으로부터 전사층측으로 확산되지 않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전술한 전사용 기판을 이용한 전사 방법이 제공된다. 이 전사 방법은 피전사측에 대하여

전사층을 향한 상태에서 전사용 기판을 대향 배치하는 단계, 전사용 기판에 있어서의 지지 기판측에서 광을 조사 함으로

써, 광열 변환층을 구성하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광열 변환층에서 광을 열 변환하여, 전사층을 피전사측에 열전사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기판상에 하부 전극을 패턴 형성하는 단계, 하부 전극 위로 적어도 발광층을 포함한

유기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부 전극이 유기층을 개재해 하부 전극 위에 적층된 상태로 상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유기 EL 소자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이 제조 방법에서는, 하부 전극 위로 발광층을 형성하는 것에 즈음하여, 전술

한 전사 방법이 행해진다. 이 경우, 전사용 기판의 전사층은, 발광 재료를 포함한 유기 재료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확산 방지층은 재료가 광열 변환층으로부터 전사층측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므로, 전사층은

불순물의 혼입 없이 피전사측에 열전사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유기 EL 소자의 제조 공정시에, 열 전사에 의한 불순물의 혼

입 없이 발광층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유기 EL 소자는 발광 효율이 높고, 휘도 주기가 길 수 있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도면에 기초해서 설명한다. 이하의 각 실시예에서는, 전사용 기판을 이용한 전사 방법을 포함

하여, 전사용 기판 및 표시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명세서에서, 전사용 기판은 기판상에 배열된 다양한

색, 즉 R(적색), G(녹색), B(청색)의 유기 EL 소자를 포함한 풀-컬러 표시 장치를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a. 전사용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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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 실시예의 전사용 기판(1)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의 전사용 기판(1)은, 예를 들면 유기 EL 소

자의 발광층을 형성하는데 이용된다. 전사용 기판(1)은 지지 기판(11) 위로, 광열 변환층(12), 확산 방지층(13), 및 전사층

(14)을 이 순으로 포함하는 구성이다.

지지 기판(11)은, 전사용 기판(1)을 이용해서 행하는 전사에 있어서 조사되는 소정 파장의 광(hr)을 투과하는 재료로 구성

된다. 예를 들면, 이 광(hr)으로서, 고체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800nm 정도인 파장의 레이저 광을 이용할 경우에는, 글래

스 기판을 지지 기판(11)으로서 이용해서 좋다.

광열 변환층(12)은, 광(hr)을 열로 변환하는 광열 변환 효율이 높고, 융점이 높은 재료를 이용해서 구성된다. 예를 들면, 광

(hr)으로서, 상기 예의 800nm 정도인 파장의 레이저 광을 이용할 경우에, 광열 변환층(12)은 크롬(Cr)이나 몰리브덴(Mo)

등의 저반사율을 갖는 고융점 금속으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광열 변환층(12)은, 필요 충분한 광열 변환 효

율을 얻을 수 있는 막 두께로 조정되어 있다. 광열 변환층(12)이 몰리브덴(Mo)막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두께는 200nm 정

도이다. 이러한 광열 변환층(12)은, 예를 들면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광열 변환층(12)은, 전술한 금속 재료에 국

한되지 않으며, 광 흡수 재료로서 안료 또는 탄소를 함유한 막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본 발명에 특징적인 확산 방지층(13)은, 광열 변환층(12)을 구성하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확산 방

지층(13)은, 열 전도성이 우수하고, 성능이 안정된 재료, 예컨대 실리콘 질화물 또는 산화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확산 방지층(13)의 예로는 산화 실리콘 막(SiO2), 질화 실리콘 막(SiNx), 산질화 실리콘 막(SiONx) 등이 있

다. 이들 중, 질화 실리콘 막(SiNx)은,밀집된 막 구성이 가능함과 함께, 임의의 다른 재료의 확산 방지층(13)과는 달리 전

사층(14) 및 광열 변환층(12)에 대한 산화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특히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된다. 이와 달리, 확산 방지층

(13)은, 질화 티탄(TiN)이나 산질화 티탄(TiON) 등의 금속의 산화막 또는 질화막, 또는 유기 재료로 구성될 수도 있다. 유

기 재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양호한 내열성을 보이는 재료, 예컨대 충분히 교차 링크된 폴리이미드 등의 재료가 고려된다.

이러한 재료로 구성되는 확산 방지층(13)은, 이들 재료막의 적층체일 수도 있다.

전사층(14)은, 전사용 기판(1)을 이용한 열 전사에 의해 형성되는 발광층의 구성 재료를 포함한 유기 재료층이다. 예컨대,

전사층(14)은 각 색의 발광성 게스트 재료와 호스트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발광성 게스트 재료는, 형광성 또는 인광

성일 수도 있다. 또한, 호스트 재료는, 정공 수송성의 호스트 재료, 전자 수송성의 호스트 재료, 또는 양쪽 전하 수송성의 호

스트 재료 중 적어도 1종인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이 전사용 기판(1)이, 청색의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한 전사용 기판(1b)일 경우, 전사층(14)으로서 청색의 발광

재료를 포함한 청색 전사층(14b)이 설치되어 있다. 이 청색 전사층(14b)은, ADN(anthracenedinaphtyl) 재료에, 청색 발

광성의 게스트 재료인 4,4'-비스[2-{4-(N, N-디페닐아민)페닐}비닐]비페닐(DPAVBi)을 2.5 중량%에서 혼합한 재료에

의해 구성된다. ADN은 예를 들어 전자 수송성인 호스트 재료이다. 청색 전사층(14b)은 30nm 정도의 두께로 기상 증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한다.

전사 기판(1)이, 예컨대 녹색 발광층의 형성을 위한 전사 기판(1g)인 경우에, 녹색 발광 재료를 포함하는 녹색 전사층(14)

이 전사층(14)의 역할을 하도록 제공된다. 이러한 녹색 전사층(14g)은, 상기 ADN에, 녹색 발광성의 게스트 재료인 쿠마린

(coumarin, 6)을 5중량%로 혼합한 재료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녹색 전사층(14g)은 약 30nm의 막 두께로 기상 증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유사하게, 전사용 기판(1)이 적색의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한 전사용 기판(1r)인 경우에, 예를 들면 전사층(14)으로서 적색

의 발광 재료를 포함하는 적색 전사층(14r)이 제공된다. 이러한 적색 전사층(14r)은 상기 ADN에, 적색 발광성의 게스트

재료인 2, 6'-비스[(4'-메톡시디페닐아민)스티릴]-1, 5-디시아노-나프탈렌(BSN)을 30중량%로 혼합한 재료에 의해 구

성된다. 이러한 적색 전사층(14r)은 약 30nm의 막 두께로 기상 증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b.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

도 2a 내지 4b는 모두 전술한 구성의 전사용 기판(1(1b,1g,1r))을 이용한 전사 방법과, 이러한 전사 방법을 이용한 유기

EL 소자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표시 장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본 실시예의 표시 장치의 단면도이다. 이하, 도 2a 내지

4b를 참조하여 처리 공정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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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 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열 내에 위치한 유기 EL 소자를 포함하는 장치 기판(21)이 준비된다. 이러한 기판(21)

은, 예시적으로 유리, 실리콘 또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며, 또는 위에 TFT(thin film transistor)이 형성된 TFT 기판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본 실시예의 표시 장치가 투과형인 경우, 즉, 장치 기판(21) 측으로부터 발광을 취출하는 투과형일 경우

에는, 이러한 장치 기판(21)은 광 투과성을 재료에 의해서 구성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장치 기판(21)은 양극 또는 음극으로서 이용되는 하부 전극(23)으로 패터닝된다.

이러한 하부 전극(23)은 본 실시예에서 제조되는 표시 장치에서 이용되는 구동 방식에 적절한 형태로 패터닝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표시 장치가 단순 매트릭스의 구동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부 전극(23)은, 예를 들면 스

트라이프 형상으로 형성된다. 표시 장치가 화소마다 TFT를 구비한 액티브 매트릭스를 구동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부 전극(23)은 어레이 내에 위치한 복수의 화소에 대응하도록 패터닝되고, 컨택트 홀(도시되지 않음)을 통해서 화소에

각각 제공되는 TFT에 접속하도록 형성된다. 이러한 컨택트 홀은 TFT를 피복하는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다.

하부 전극(23)의 재료는 본 실시예의 표시 장치에서 광이 취득되는 방식에 적절하도록 선택된다. 즉, 표시 장치가, 장치 기

판(21)의 반대 측으로부터 발광 광을 취출하는 타입일 경우에는, 하부 전극(23)은 고반사성 재료로 구성된다. 한편, 표시

장치가, 장치 기판(21) 측으로부터 발광 광을 취출하는 투과형 또는 양면 발광형일 경우에는, 하부 전극(23)은 광투과성 재

료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표시 장치가 상면 발광형이며, 하부 전극(23)이 양극으로서 이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하부 전극(23)

은, 예를 들면 은(Ag), 알루미늄(Al), 크롬(Cr), 철(Fe), 코발트(Co), 니켈(Ni), 구리(Cu), 탄탈(Ta), 텅스텐(W), 플래티넘

(Pt) 또한 금(Au) 및 그 합금과 같이 고반사성의 도전성 재료에 으해서 구성된다.

표시 장치가 상면 발광형이지만, 하부 전극(23)을 음극으로서 이용할 경우에는, 하부 전극(23)은 일함수가 작은 도전성 재

료를 이용해서 구성된다. 이러한 도전성 재료는, 예를 들면, Li, Mg, Ca등의 활성 금속과 Ag, Al, In등의 금속과의 합금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하부 전극(23)은 이러한 금속층의 라미네이트일 수 있다. 이와 달리, 얇은 혼합층이 하부 전극(23)과

기능성 층(4) 사이에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혼합층은 Li, Mg 또는 Ca등의 활성 금속과 불소, 브롬 등의 할로겐이나 산소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표시 장치가 투과형,또는 양면 발광형이며 하부 전극(23)을 양극으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

를 들면 ITO(Indium-Tin-Oxide)이나 IZO(Inidium-Zinc-Oxide)과 같이, 높은 투과율을 가지는 도전성 재료로 하부 전극

(23)이 구성된다.

예를 들어, 본 실시예에서 제작될 표시 장치가 액티브 매트릭스 구동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기 EL 소자의 개구율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 장치는 상면 발광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하부 전극(23)(본 예에서는 양극)이 형성된 후, 하부 전극(23)의 주연(outer edge)을 피복하는 상태에서, 절연막

(25)이 패터닝된다. 이러한 패터닝에 의해, 하부 전극(23)이 노출된 절연막(25)에 형성된 창의 일부가 대응 유기 EL 소자

의 배치를 위한 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절연막(25)은 폴리이미드나 포토레지스트 등의 유기절연 재료나, 실리콘 산화물

과 같은 무기 절연 재료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후, 하부 전극(23) 및 절연막(25)을 피복하는 공통층으로서 정공 주입층(27)이 형성된다. 이러한 정공 주입층(27)은, 일

반적인 정공 주입 재료를 이용해서 구성되며, 일례로서 m-MTDATA[4,4,4-tris(3-methylphenylphenylamino)

triphenylamine]이 25nm의 막 두께로 기상 증착된다.

다음으로， 정공 주입층(27)을 피복하는 공통층으로서, 정공 수송층(29)이 형성된다. 이러한 정공 수송층(29)은, 일반적인

정공 수송 재료를 이용해서 구성되며, 일례로서 α-NPD[4,4-bis(N-1-naphthyl-N-phenylamino)biphenyl]이 30nm의

막 두께로 기상 증착된다. 또한, 정공 수송층(29)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정공 수송 재료는, 벤젠 유도체, 스티릴아민 유도체,

트리페닐메탄 유도체, 히드라존 유도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정공 주입층(27) 및 정공 수송층(29)은 복수의 층의 라미네이트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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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까지의 처리 공정은 통상의 유기 EL 소자를 이용하는 표시 장치의 제작 공정과 유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공정에서

는，위에 열전사법에 의해 다양한 색의 발광층을 가지는, 이상과 같이 형성된 정공 수송층(29)이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이러한 공정은,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전사용 기판(1)을 이용하는 부분이 본 실시 형태에 특징적인 공정이 된다.

즉,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술한 구성의 전사용 기판(1)이 준비된다. 본 예에서는, 전사층(14)으로서 청색의 발광층

을 형성하기 위한 청색 전사층(14b)이 설치된 전사용 기판(1b)이 준비된다.

이러한 전사용 기판(1b)이 정공 수송층(29)이 형성된 장치 기판(21)에 대향하여 배치된다. 이때, 청색 전사층(14b)과 정공

수송층(29)이 마주 향하도록 전사용 기판(1b)과 장치 기판(21)을 배치한다. 이와 달리, 장치 기판(21)과 전사용 기판(1b)

을 밀착시켜, 장치 기판(21) 측의 최상층을 구성하는 정공 수송층(29)이 전사용 기판(1b) 측의 최상층을 구성하는 청색 전

사층(14b)과 접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장치 기판(21) 측의 절연막(25) 위로 전사용 기판(1b)이 지

지된 상태가 되고, 청색 전사층(14b)은 부분적으로도 하부 전극(23) 상의 정공 수송층(29)과 접촉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장치 기판(21)에 대향하도록 위치한 전사 기판(1b)의 지지 기판(11) 측으로부터, 예를 들면 파장 800nm

의 레이저 광(hr)을 조사한다. 이때, 청색 발광 소자의 형성 영역에 대응하는 부분에, 레이저 광(hr)을 선택적으로 스폿 조

사한다.

이처럼, 레이저 광(hr)이 열변환을 위하여 광-열 변환층(12)에 흡수되며, 변환된 열을 이용해서 청색 전사층(14b)이 장치

기판(21) 측의 하부 전극(23) 상방으로 열전사된다. 이러한 열전사 동안에, 확산 방지층(13)은 광-열 변환층(12)을 구성하

는 재료가 전사층(14)을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동작한다. 그 후에， 장치 기판(21) 위에 형성된 정공 수송층(29) 위로,

청색 전사층(14b)을 열전사시켜 청색 발광층(31b)이 위치 정밀도 양호하게 패터닝된다.

이러한 열전사에서는， 예를 들면 레이저 광(hr)의 조사 에너지에 의해, 전사용 기판(1b) 측의 청색 전사층(14b)을 구성하

는 재료의 농도 구배를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에너지를 높은 쪽에 설정함으로써 청색 전사층(14b)을 구성하는

재료가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섞인 혼합층으로서 청색 발광층(31b)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절연막(25)으로부터 노출하는 청색 발광 소자의 형성 부분(화소 영역)의 전극을 청색 발광층(31b)이 완전하게

피복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광(hr)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열전사 공정을 반복해 행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녹색 발광층 및 적색 발광층이 형성된다.

즉, 도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술한 구성의 전사용 기판(1)이 준비된다. 이러한 예에서, 전사층(14)으로서 녹색의 발광층

을 형성하기 위한 녹색 전사층(14g)이 설치된 전사용 기판(1g)을 준비한다.

이러한 전사용 기판(1g)이, 정공 수송층29이 형성된 장치 기판(21)에 대향 배치된다. 예를 들면, 전사용 기판(1g) 측으로

부터 녹색 발광 소자의 형성 영역에 대응하는 부분에 레이저(hr)를 선택적으로 스폿 조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치 기판(21)의 하부 전극(23) 위로 정공 수송층(29)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녹색 전사층(14g)을 열전사

시켜 이루어지는 녹색 발광층(31g)이 패터닝된다. 이러한 열전사는,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 청색 발광층(31b)의 패터밍

과 유사하게, 녹색 전사층(14g)을 구성하는 재료가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섞이도록 녹색 발광층(31g)이 형성된다. 이러한

층 형성 동안에, 확산 방지층(13)은 광-열 변환층(12)을 구성하는 재료의 전사층(14g) 측에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다.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전술한 구성의 전사 기판(1)이 준비된다. 이러한 예에서, 적색의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한 적색

전사층(14r)이 설치된 전사용 기판(1r)이 준비된다.

이러한 전사용 기판(1r)이 정공 수송층(29)이 형성된 장치 기판(21)에 대향 배치된다. 전사용 기판(1r) 측으로부터, 예를

들어 적색 발광 소자의 형성 영역에 대응하는 부분에 레이저(hr)를 선택적으로 스폿 조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치 기판(21)의 하부 전극(23) 위로 정공 수송층(29)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적색 전사층(14r)을 열전사

시켜 이루어지는 적색 발광층(31r)을 패터닝한다. 이러한 열전사는,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 청색 발광층(31b)의 패터닝

과 유사하게, 적색 전사층(14r)을 구성하는 재료가 대략 균일하게 섞이도록 적색 발광층(31r)이 형성된다. 이러한 층형성

동안에, 확산 방지층(13)은 광-열 변환층(12)을 구성하는 재료의 전사층(14r) 측에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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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 내지 도 3b를 참조하여 기술된 열전사의 공정은 순서가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으며, 열전사는 발광 층(31b,31g,31r)

어느 것에서부터 시작하여도 될 것이다.

반복해서 실행되는 열전사의 공정은 대기압 중이라도 가능하며, 진공 중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공 중에서 열전사

를 행함으로써 보다 낮은 에너지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전사가 가능하게 되어, 전사될 발광층에 발생할 열적인 악영향을 경

감할 수 있다. 또한, 열전사의 공정을 진공 중에서 행함으로써, 기판끼리의 밀착성이 높아지고, 전사의 패턴 정밀도가 양호

하게 된다. 열전사의 전 공정을 진공 중에서 행한다면, 소자의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레이저 방사 장치 내의 레이저 헤드의 구동부에 정밀한 얼라인먼트 메커니즘이 갖추어진 경우가 고려된다. 이러

한 경우에, 레이저(hr)를 선택적으로 스폿 조사하는 전술한 공정에서, 하부 전극(23)을 따라, 레이저(hr)가 적정한 스폿 직

경을 가지고서 전사용 기판(1, 1b,1g,1r) 위로 조사된다. 이러한 레이저 조사시에, 장치 기판(21)과 전사용 기판(1,

1b,1g,1r)과의 위치 정렬을 엄밀에 행할 필요는 없다. 한편, 레이저 헤드의 구동 부분이 정밀한 얼라인먼트 메커니즘을 구

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레이저(hr)가 조사되는 영역을 제한하기 위하여 전사용 기판 측에 차광막을 포함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는, 전사용 기판(1, 1b,1g,1r)의 이면에, 레이저를 반사하는 고반사 금속층에 개구부가 형성된 차광막이 제

공된다. 이와 달리, 저반사성 금속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장치 기판(21)과 전사용 기판(1,

1b,1g,1r)의 위치 정렬을 정확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발광층(31b,31g,31r)이 형성된 장치 기판(21) 전체를 피복하는 상태에서, 기상 증착법에 의해

전자 수송층(33)이 형성된다. 이러한 전자 수송층(33)은, 장치 기판(21) 위를 공통층으로서 전체를 기상 증착하여 형성된

다. 이러한 전자 수송층(33)은, 일반적인 전자 수송 재료를 이용해서 구성되며, 예를 들면 8-히드록시퀴노린 알루미늄

(Alq3)막이 기상 증착에 의해서 약 20nm의 두께로 형성된다.

이상 형성된 층들, 즉 정공 주입층(27), 정공 수송층(29), 발광층(31b,31g,31r) 및 전자 수송층(33)이 유기층(35)을 구성

한다.

다음으로, 증착 성막법에 의해 전자 수송층(33) 위에 전자 주입층(37)을 성막한다. 이 전자 주입층(37)은 장치 기판(21)상

의 전체 면에 공통층으로서 증착 성막된다. 이러한 전자 주입층(37)은 일반적인 전자 주입 재료를 이용해서 구성된다. 예

로서, LiF(lithium fluoride)를 진공 증착법에 의해 약 0.3㎚(증착 속도 0.01㎚/sec)의 막 두께에서 형성된다.

다음으로, 전자 주입층(37) 위에 상부 전극(39)을 형성한다. 이 상부 전극(39)은, 하부 전극(23)이 양극일 경우에는 음극으

로서 이용되고, 하부 전극(23)이 음극일 경우에는 양극으로서 이용된다. 이 실시예에서 제작하는 표시 장치가 단순 매트릭

스 방식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부 전극(23)의 스트라이프와 교차하는 스트라이프 형상에 상부 전극(39)이 형성된다. 이

표시 장치가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일 경우에는, 이 상부 전극(39)은 장치 기판(21)상의 일면을 피복하는 상태에서 성막된

베타 막 형상으로 형성되어, 각 화소에 공통인 전극으로서 이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하부 전극(23)과 동일층에서

보조 전극(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하고, 이 보조 전극에 대하여 상부 전극(39)을 접속시킴으로써 상부 전극(39)의 전압 강

하를 방지하는 구성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색상의 유기 EL 소자, 즉 청색 발광 소자(41b), 녹색 발광 소자(41g) 및 적색 발광 소자(41r)는, 하부 전극(23)과

상부 전극(39)의 적층부에, 즉 발광층(31b, 31g 및 31r)을 각각 포함하는 유기층(35)등이 협지된 부분에 형성된다.

이 상부 전극(39)은, 이 실시예에서 제작하는 표시 장치의 광 취득 방식에 의해 선택된 재료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즉, 이 표시 장치가 장치 기판(21)과 반대 측으로부터 발광 광을 취출하는 상면 발광형 또는 양면 발광형일 경우에는, 광 투

과성 재료 또는 반투과성 재료로 상부 전극(39)을 구성한다. 한편, 이 표시 장치가 장치 기판(21) 측으로부터 발광 광을 취

출하는 투과형일 경우에는, 고반사성 재료로 상부 전극(39)을 구성한다.

이 예에서, 표시 장치가 상면 발광형이고, 하부 전극(23)을 양극으로서 이용하므로 상부 전극(39)은 음극으로서 이용된다.

이 경우, 상부 전극(39)을 구성하는 재료는 하부 전극(23)의 형성 공정에서 예시한 낮은 일 함수의 재료로부터 선택된다.

이 예에서 선택된 재료는 양호한 광 투과성의 재료인 것으로서, 유기층(35)에 대하여 전자를 효율적으로 주입할 수 있게

한다.

그와 같이, 진공 증착법에 의해 10㎚의 막 두께에서 형성된 MgAg(magnesium-silver)의 공통 음극으로서 상부 전극(39)

을 형성한다. 그와 같이 상부 전극(39)을 형성하기 위하여, 베이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성막 입자의 에너

지가 작은 방법, 예를 들면 증착법이나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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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장치가 상면 발광형일 경우, 상부 전극(39)을 반투과성으로 구성함으로써, 상부 전극(39)과 하부 전극(23)이 취출된

광의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진기를 구성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시 장치가 투과형이며, 상부 전극(39)을 음극으로서 이용할 경우에는, 낮은 일 함수를 갖는 반사율이 높은 도전성 재료

로 상부 전극(39)을 구성한다. 표시 장치가 투과형이며, 상부 전극(39)을 양극으로서 이용할 경우에는, 반사율이 높은 도전

성 재료로 상부 전극(39)을 구성한다.

이상과 같이 발광 소자(41b, 41g 및 41r)를 형성한 후에는, 도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부 전극(39)을 피복한 상태에서

보호막(43)을 성막한다. 이 보호막(43)은, 유기층(35)에의 수분의 도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투과 수성, 흡수성의 낮은

재료를 이용해서 충분한 막 두께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실시예에서 제작하는 표시 장치가 상면 발광형일 경우에

는, 이 보호막(43)은 발광층(31b, 31g 및 31r)에서 발생한 광을 투과하는 재료로부터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 80%정도의

투과율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호막(43)은 절연성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보호막(43)을 절연성 재료에서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기 아몰

퍼스성의 절연성 재료, 예를 들면 아몰퍼스 실리콘(α-Si), 아몰퍼스 탄화 실리콘(α-SiC), 아몰퍼스 질화 실리콘(α-Si1-x

Nx), 아몰퍼스 카본(α―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 아몰퍼스성의 절연성 재료는, 그레인을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

투수성이 낮은 양호한 보호막(43)이 된다.

예를 들면, 아몰퍼스 질화 실리콘으로부터 되는 보호막(43)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CVD법에 의해 2∼3㎛의 막 두께에 형

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유기층(35)의 열화에 의한 휘도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막 온도를 상온에 설정한다.

또한, 보호막(43)의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막의 스트레스를 최소가 되는 조건에서 성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실시예에서 제작하는 표시 장치가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이며, 장치 기판(21)상의 일면을 피복하는 공통 전극으로서 상

부 전극(39)이 설치되고 있을 경우에는, 보호막(43)은 도전성 재료를 이용해서 구성되어도 된다. 보호막(43)을 도전성 재

료에서 구성하는 경우에는, ITO나 IZO(Indium Zinc Oxide)와 같은 투명 도전성 재료가 이용된다.

발광층(31b, 31g 및 31r)을 피복하는 층(33∼43)은 마스크를 이용하지 않고 견고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층(33∼43)의 형

성은, 바람직하게는 대기에 노출되지 않고 동일한 성막 장치 내에서 연속해서 행해진다. 이 경우, 대기 중의 수분에 의한

유기층(35)의 열화를 방지한다.

이상과 같이 보호막(43)이 형성된 장치 기판(21)에 대하여, 보호막(43) 측에 접착용의 수지 재료(도시하지 않음)를 통해서

보호 기판(45)을 접합한다. 접착용의 수지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자외선 경화 수지가 이용된다. 보호 기판(45)으로서는 예

를 들면 글래스 기판이 이용된다. 이 실시예에서 제작하는 표시 장치가 상면 발광형일 경우에는, 접착용의 수지 재료 및 보

호 기판(45)은 광 투과성을 갖는 재료에서 구성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이상에 의해, 장치 기판(21) 위에 발광 소자(41b, 41g 및 41r)를 배열 형성해서 풀 컬러의 표시 장치(47)를 완성한다.

이상 설명한 제조 방법에서는, 예를 들면 도 2(B)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 같이, 광-열 변환층(12)과 전사층(14) 사이에

광-열 변환층(12)을 구성하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는 확산 방지층(13)을 설치한 전사용 기판(1)을 배치한다. 이 전사용

기판(1)에 있어서의 전사층(14)을 발광층(31b, 31g 및 31r)으로서 장치 기판(21) 위에 열적으로 전사된다. 이에 의해, 광-

열 변환층(12)으로부터 전사층(14) 측에의 재료의 확산이 방지된다. 이 때문에, 발광층(31b, 31g 및 31r)은 광-열 변환층

(12)에 기인한 산화나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청정한 층으로서 형성된다.

그와 같이, 불순물의 혼입이나 오염이 없는 발광층(31b, 31g 및 31r)을 형성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형성된 발

광 소자(41b, 41g 및 41r)는, 다음 실시예로 나타낸 바와 같이, 확산 방지층(13)이 설치되지 않은 종래의 전사용 기판을 이

용한 전사 방법에 의해 발광층을 형성한 유기 EL 발광 소자와 비교하여 장점을 얻는다. 그러한 장점으로는, 높은 발광 효

율이 얻어짐과 함께, 구동 전압이 낮아져, 휘도 수명이 길어진다는 점이 있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에 따르면, 열 전사법에 의해 위치 정밀도가 양호한 발광층(31b, 31g 및 31r)을 패턴 형성하는 것이 가

능하다. 종래의 전사용 기판을 이용해서 발광층을 형성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발광 효율 및 휘도 수명이 높게 유지된 발광

소자(41b, 41g 및 41r)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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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시예에서는, 주로 하부 전극(23)을 양극, 상부 전극(39)을 음극이라고 했을 경우를 설명했다. 본 발명은, 하부 전

극(23)이 음극이며, 상부 전극(39)이 양극일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하부 전극(23)과 상부 전극(39) 사이의

층(25∼37)은 반대의 적층 순서가 된다.

이상의 실시예에 기초해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공통층을 분리한 소자에 있어서도 또한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일본

특허문헌 제2003-272860호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광층을 갖는 유기층의 유닛(발광 유닛)을 적층해서 되는 탠덤형의 유

기 EL 소자에 있어서도 유효해서,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사용 기판은, 유기층의 패턴 형성에 널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서, 예를 들면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 등의 유

기 반도체 소자의 제조에 있어서의 유기 반도체층의 형성에도 적용가능하다. 이 경우,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전사용 기

판(1)에 있어서의 전사층(14)을 유기 반도체 재료로부터 되는 층으로서 형성한다. 이러한 전사용 기판(1)을 이용한 열 전

사에 의해, 위치 정확도가 양호하고, 불순물의 혼입이나 오염을 방지해서 유기 반도체층을 패터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우수한 장치 특성을 갖는 유기 반도체 장치를 구동할 수 있다.

도 1∼도 3(B) 및 표 1을 참조하여, 풀 컬러 표시 장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색의 유기 EL 소자의 제조 공정을 본 발명의 구

체적인 실시예로서 설명하고, 실시예에 대한 비교예로서 설명한다. 또한, 이것들의 평가 결과를 설명한다.

a. 실시예 1

표시 장치를 구성하는 청색 발광 소자(41b)를 하기 1∼4의 순서로 제작한다.

1. 다음과 같이 해서 전사용 기판(1b)을 제작한다. 우선, 글래스 기판(지지 기판)(11) 위에 두께 200㎚의 몰리브덴(Mo)로

부터 되는 광-열 변환층(12)을 통상의 스퍼터링법에 의해 성막한다. 다음으로, 광-열 변환층(12) 위에 질화 실리콘(SiNX)

로부터 되는 확산 방지층(13)을 100㎚의 막 두께에서 CVD법에 의해 성막한다. 그리고 확산 방지층(13) 위에 ADN으로부

터 되는 호스트 재료에, DPAVBi로부터 되는 청색 발광성의 게스트 재료를 2.5 중량%의 비율로 혼합한 청색 전사층(14b)

을 진공증착에 의해 성막한다.

2. 소자 제작용의 장치 기판이 되는 글래스 장치(21) 위에 하부 전극(23)을 양극으로서 형성한다. 하부 전극(23)은, 은 합

금층인 APC(Ag-Pd-Cu)층(막 두께 120㎚), ITO로부터 되는 투명 도전층(막 두께 1O㎚)을 이 순서로 형성한 2층 구조이

다. 다음으로, 하부 전극(23)의 주연을 피복하는 상태에서 산화 실리콘의 절연막(25)을 스퍼터링법에 의해 약 2㎛의 두께

에서 성막하고, 리소그래피법에 의해 하부 전극(23)을 노출해 화소 영역으로서 사용한다. 그 표면 위에, 정공 주입층(27)으

로서 m-MTDATA를 25㎚의 막 두께로 증착한다. 다음으로, 정공 수송층(29)으로서 α-NPD를 30㎚의 막 두께로 증착한

다.

3. 다음으로, 성막된 유기층끼리가 마주 향하는 상태에서, 공정 1에서 제작한 전사용 기판(1b)을 소자 제작용의 장치 기판

(21) 위에 배치하고, 진공 중으로 밀착시켰다. 양쪽 기판은 절연막(25)의 두께에 의해 약 2㎛의 작은 간극이 유지되고 있

다. 이 상태에서, 소자 제작용의 장치 기판(21)의 청색 화소 영역에 마주 대하는 배치에서, 전사용 기판(1b)의 뒷 측으로부

터 파장 800㎚의 레이저 광을 조사 한다. 그러한 레이저 조사에 의해, 전사용 기판(1b)으로부터 청색 전사층(14b)을 열 전

사시켜 청색 발광층(31b)을 형성한다. 레이저 광선의 스폿 사이즈는 300㎛×1O㎛이다. 레이저 빔은, 해당 빔의 길이 치수

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에서 주사한다. 에너지 밀도는 2.6E-3mJ/㎛2이다.

4. 청색 발광층(31b)을 전사 형성한 후, 전자 수송층(33)을 성막한다. 전자 수송층(33)으로서, 8-hydroxyquinoline

aluminum(Alq3)을 20㎚ 정도의 막 두께로 증착 성막한다. 전자 주입층(37)로서, LiF를 약 0.3㎚(증착 속도 0.01㎚/sec)

의 막 두께로 증착 성막한다. 다음으로, 상부 전극(39)이 되는 음극으로서 MgAg을 10㎚의 막 두께로 증착 성막하고, 청색

발광 소자(41b)를 얻는다.

실시예 2

실시예 1의 공정 1에서 전사용 기판(1b)을 제작하는 절차에서, 광-열 변환층(12) 위에 산화 실리콘(SiO2)으로부터 되는

확산 방지층(13)을 100㎚의 막 두께로 CVD법에 의해 성막하고, 그 위에 청색 전사층(14b)을 성막하는 것 외에는 실시예

1과 같이 해서 청색 발광 소자(41b)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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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1

실시예 1의 공정 1의 전사용 기판(1b)의 제작 공정에서， 광-열 변환층(12) 위에 확산 방지층(13)을 성막하지 않고, 청색

전사층(14b)을 직접 성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제작한다.

실시예 3

실시예 1의 공정 1의 전사용 기판(1b)의 제작 수순에서，전사층의 재료 구성을 제외하고는, 실시예1과 유사하게 녹색 발

광 소자(41g)를 제작했다.

즉, 전사용 기판(1g)을 공정 1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글래스 기판(11) 위에 성막한 광-열 변환층(12)위에, 질화 실리콘

(SiNx)으로 이루어지는 확산 방지층(13)을 100nm의 막 두께로 CVD법에 의해 성막한다. 따라서, 그 확산 방지층(13) 위

에, ADN인 호스트 재료에 쿠마린 6인 녹색 발광성 게스트 재료를 5 중량%의 비율로 혼합한 녹색 전사층(14g)을 진공 증

착에 의해 성막한다.

이와 같이 제작된 전사용 기판을 사용하여, 실시예1의 공정 2 내지 4와 유사한 수순으로 녹색 발광 소자(41g)을 제작한다.

비교예 2

실시예 3의 공정 1에 있어서의 전사용 기판(1g)의 제작 수순에서， 광-열 변환층(12)위에 확산 방지층(13)을 형성하지 않

고 녹색 전사층(14g)을 직접 성막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4와 유사하게 녹색 발광 소자(41g)를 제작한다.

실시예 4

실시예 1의 공정 1의 전사용 기판(1b)의 제작 수순에서，전사층의 재료 구성이외에는,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적색 발광 소

자(41r)를 제작한다.

즉, 전사용 기판(1r)을 제작할 때에는，글래스 기판(11) 위에 성막한 광-열 변환층(12) 상에, 질화 실리콘(SiNx)로 이루어

지는 확산 방지층(13)을 100 nm의 막 두께로 CVD법에 의해 성막한다. 따라서, 성막된 확산 방지층(13) 위에, ADN인 호

스트 재료에 BSN인 적색 발광성의 게스트 재료를 30 중량%의 비율로 혼합한 적색 전사층(14r)을 진공증착에 의해 성막한

다.

이와 같이 제작된 전사 기판을 이용하여, 실시예 1의 공정 2 내지 4와 유사한 수순으로 적색 발광 소자(41r)를 제작한다.

비교예 3

실시예 4의 공정 1의 전사용 기판(1r)의 제작 공정에서，광-열 변환층(12) 위에 확산 방지층(l3)을 성막하지 않고, 광-열

변환층(12) 위에 적색 전사층(14r)을 직접 성막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적색 발광 소자(41r)를 제작한다.

평가 결과

이상과 같은 실시예 1 내지 4 및 비교예 1 내지 3에 대해서는, 광-열 변환층(Mo)으로부터 발광층으로의 확산의 유무를 조

사했다. 이러한 조사는 발광층을 유사한 방식으로 전사하여 형성한 상태에서，２차 이온 질량분석(SIMS)에 의해 실행되

었다. 조사 결과, 비교예 1 내지 3에서는 발광층의 영역에서 광-열 변환층을 구성하는 원소(Mo)가 검출되어, 광-열 변환

층의 발광층측(전사층측)으로의 확산이 확인되었다． 한편, 실시예 1 내지 4에서는 발광층의 영역에서 광-열 변환층을 구

성하는 원소(Mo)의 확산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의해， 광-열 변환층과 전사층 사이의 확산 방지층에 의한 광-열 변환

층의 확산 방지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제작한 유기 EL에 대하여, 40mA/cm2의 정전류밀도를 인가한 상태에서, 분광 방사 휘도계를 이용해서 색도

및 발광 효율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발광성의 게스트 재료로 이루어진 소자가 동일 휘도로 발광하도록 전류 인가를 설정한

상태에서, 구동 전압을 측정한다. 100시간 경과 후의 상대 휘도의 감소율을 알기 위해 수명 시헌을 측정했다. 그 결과를 하

기 표 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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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산 방지층(13)
CIE 색도 발광 효율 구동전압 휘도 감소율

X Y [cd/A] [V] [%]

청색 발광 소자

실시예 1 SiNx 0.16 0.33 9.94 5.01 18

실시예 2 SiO2 0.16 0.31 9.41 5.14 27

비교예 1 - 0.16 0.32 4.25 6.09 34

녹색 발광 소자
실시예 3 SiNx 0.22 0.68 23.20 5.11 13

비교예 2 - 0.22 0.66 14.00 6.09 35

적색 발광 소자
실시예 4 SiNx 0.64 0.32 8.76 5.14 13

비교예 3 - 0.63 0.32 6.02 6.51 29

우선，실시예 1과 실시예 2에서 제조된 청색 발광 소자 및 비교예 1에서 제조된 청색 발광 소자의 평가 결과를 비교한다.

비교 결과는, 확산 보호층(13)을 구비한 전사용 기판(1b)을 이용하여 제조된 실시예 1 및 2의 청색 발광 소자가, 확산 보호

층을 구비하지 않은 전사용 기판을 이용하여 제조된 비교예 1의 청색 발광 소자와 비교하여 다양한 효과를 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효과로는, 2배 이상의 상당한 발광 효율, 구동 전압의 감소 및 낮은 휘도 감소율의 억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청색 발광 소자는 동일한 레벨의 색도를 보여준다.

실시예 1과 실시예 2의 소자 간을 비교해보면, 실시예 1에 나타낸 SiNx 층을 산화 보호층으로서 이용한 소자 쪽이, 실시예

2에 나타낸 SiO2 층을 산화 보호층으로서 이용한 소자와 비교해서 수명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Si02 층이더라도

Mo(그 표면상에서 생성된 MoOx)로부터의 재료 확산 및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SiNx 층을 이용한 소자 쪽이 그

효과가 보다 현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시예 3 및 비교예 2에서 제작한 녹색 발광 소자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비교한다. 그 비교 결과는, SiNx의 확산 방

지층(13)을 구비한 전사용 기판(1g)을 이용해서 제작된 실시예 3의 녹색 발광 소자는, 확산 방지층을 설치하지 않은 전사

용 기판을 이용해서 제작된 비교예 2의 녹색 발광 소자와 비교하여 양호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광 효율,

구동 전압 및 휘도 감소율의 항목에서 양호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녹색 발광 소자를 위한 녹색 발

광성 게스트 재료로서 이용한 쿠마린(6)은 전하 수송성이 작고, 이러한 게스트 재료를 이용한 발광층을 전사할 때에 확산

방지층을 구비한 전사용 기판을 이용함으로써 발광 효율을 매우 양호하게 증가시킨다.

또한, 실시예 4 및 비교예 3에서 제작한 적색 발광 소자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비교한다. 그 비교 결과는, SiNx의 확산 방

지층(13)을 구비한 전사용 기판(1r)을 이용해서 제작된 실시예 4의 적색 발광 소자는, 확산 방지층을 설치하지 않은 전사

용 기판을 이용해서 제작된 비교예 3의 적색 발광 소자와 비교하여 양호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광 색을

변화시키지 않고, 발광 효율, 구동 전압 및 휘도 감소율의 항목에서 양호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비교 결과로부터, 유기 EL 소자를 이용하는 풀 컬러 표시 장치에서 열 전사법에 의해 발광층(31b, 31g 및 31r)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색의 유기 EL 소자(41b, 41g 및 41r)의 특성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첨부한 청구범위 또는 그 균등물의 범위 내에 있는 설계 조건 및 다른 요소에 따라 다양한 수정,

조합, 서브-조합 및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 실시예의 전사용 기판의 구성을 도시하는 단면도.

도 2a 및 도 2b는 일 실시예의 표시 장치의 제1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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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및 도 3b는 일 실시예의 표시 장치의 제2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a 및 도 4b는 일 실시예의 표시 장치의 제2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b, 1g, 1r : 전사용 기판

11 : 지지 기판

12 : 광열 변환층

13 : 확산 방지층

14, 14b, 14g, 14r : 전사층

21 : 장치 기판(기판)

23 : 하부 전극

31b, 31g, 31r : 발광층

35 : 유기층

39 : 상부 전극

41b : 청색 발광 소자(유기 전계 발광 소자)

41g : 녹색 발광 소자(유기 전계 발광 소자)

41r : 적색 발광 소자(유기 전계 발광 소자)

hr : 광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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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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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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