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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보호층을 소자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열처리하여 소자특성 및 신뢰성을 개선시킨 유기 전계 발광 표
시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투명 기판 상에 양극층, 유기 전계 발광층, 그리고 음극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
계와 상기 음극층을 포함하는 투명 기판상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보호층을 국부적으로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유기 전계 발광 소자, 엑시머 레이저, 레이저 열처리, 국부 열처리, 보호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 제조 방법의 공정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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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실리콘 질화막의 결합 구조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111 : 투명 기판 12, 112 : 양극층

13, 113 : 정공 주입층 14, 114 : 정공 수송층

15, 115 : 유기 전계 발광층 17, 117 : 전자 수송층

18, 118 : 음극층 19 : 제습제

20 : 메탈캡 21 : 접착제

130 : 보호층 131 : 고밀도 균질막

140 : 미결합수 203 : 광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보호층을 소자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열
처리하여 소자 특성 및 신뢰성을 개선시킨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하면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하고, 이로 의해 전자 디스플레이
소자의 수요도 증가되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자 디스플레이 소자는 고정세화, 대형화, 저
가격화, 고성능화, 박형화, 소형화 등의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음극선관(Cathode Ray Tube:
CRT) 이외에 새로운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FPD) 소자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거나 연구 중인 평판 디스플레이에는 액정표시소자(Liquid Crystal Display),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splay),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lasma Display Panel), 진공 형광 표시판(Vacuum Fluorescence Display) 및 전
계 발광 표시소자 등이 있다.

이중에서 전계 발광 표시 소자는 액정 표시 소자와 같은 수광 형태의 소자에 비해 응답 속도가 빠른 자체 발광 형태로 휘도
가 우수하며, 구조가 간단하고 생산시 제조가 용이하다. 또한 경량 박형의 장점을 갖고 있어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소자
로 유망하다. 전계 발광 표시 소자는 발광층으로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와 무기 전계 발
광 표시 소자로 분류된다.

상술한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는 유리, 석영 등의 투명 기판 위에 투명 전도성 양극층, 정공주입층, 정공수송층, 유기 전
계 발광층, 전자수송층, 그리고 음극층이 순차적으로 적층된다. 유기 전계 발광층을 이루는 유기 물질은 불순물에 의한 오
염(contamination), 산화 그리고 수분 등에 매우 민감하므로 기밀한(airtight) 보호층이 필요하다. 특히 음극층의 경우 효
과적인 전자 주입과 구동 전압을 낮추기 위해 낮은 일함수(work function)를 갖는 금속을 사용하는데, 이들 금속은 외부의
산소나 수분 등에 매우 민감하다. 즉, 음극층을 이루는 금속의 산화는 소자의 발광 휘도 및 발광 균일성 등의 발광 특성을
초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시켜,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또한 음극층을 이루는 금속 표면에 결함(defect)등의 미세한 구멍이 존재하는 경우 산소나 수분 등이 이 구멍을 통해 유기
전계 발광층으로 전달되어 유기 전계 발광층을 열화시켜 소자의 특성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따라서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
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극층에 존재하는 미세한 구멍과 함께 유기 전계 발광층을 외부 공기와 차단시켜 열화
(degradation)를 방지해야 한다.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유기 전계 발광층을 외부와 차단하는 종래의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은 금속캡(metal cap)을 사
용하는 것이다.

도 1은 종래 기술의 금속 보호층을 사용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단면도이다.

금속 캡(20)을 사용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10)는 투명기판(11) 상에 투명한 전도성 물질로 양극층(12)을 적층하고,
양극층(12) 상에 정공주입층(13), 정공수송층(14), 유기 전계발광층(15), 전자수송층(17), 그리고 음극층(18)을 순차적으
로 적층한다. 투명기판(11) 상에 적층된 양극층(12), 정공주입층(13), 정공수송층(14), 유기 전계발광층(15), 전자수송층
(17) 그리고 음극층(18)은 내부의 중앙에 제습제(19)를 가진 금속캡(20)으로 밀봉(sealing)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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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금속 캡(20)을 사용하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10)는 양극층(12)과 음극층(18)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면
유기 전계 발광층(15)에 정공이 정공주입층(13) 및 정공 수송층(14)을 통해 주입되고 전자가 전자 수송층(17)을 통해 주입
된다. 그리고 유기 전계 발광층(15)에서 주입되는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여 발광한다. 여기서 정공 주입층(13), 정공 수송
층(14) 및 전자 수송층(17)은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발광 효율을 증가시키는 보조적 기능을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유기 전계 발광 소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제습제를 포함하는 금속 캡은 음극층의 표면에서 떨어져 있어 금속 캡이 완전히 접착 봉지되지 못하면 유기 전계 발광층
및 음극층이 산소 및 수분 등과 접촉되어 열화된다. 또한 소자의 일부에 존재하는 제습제는 소자를 전면에 걸쳐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습제 및 금속 캡을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 위에 접착하는 공정이 매우 복잡하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유기 전계 발광층 및 음극층이
산소 및 수분 등과 접촉되어 발생하는 열화를 방지하는 보호층을 형성하여, 소자의 신뢰성을 개선시키는 유기 전계 발광
표시 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구성에 의해 달성된다.

(1)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은 투명 기판 상에 양극층, 유기 전계 발광층, 그리고 음극층을 순
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음극층을 포함하는 투명 기판상에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을 가지는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을 국부적으로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상기 (1)과 같은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양극층과 유기 전계 발광층 사이에 정공 주입층
과 정공 수송층을 개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상기 (1) 또는 상기 (2)와 같은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유기 전계 발광층과 상기 음극층
사이에 전자 수송층을 개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4) 상기 (1) ∼ 상기 (3) 중 어느 하나의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음극층과 상기 보호층 사이에 제
습제 층(desiccant layer)를 개재하는 것을 특징한다.

(5) 상기 (4)와 같은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습제는 산화 칼슘, 이트륨 산화막, 그리고 산
화 마그네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6) 상기 (1) ∼ 상기 (5) 중 어느 하나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은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산화막 그리고 실리콘 질화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복합층으로 형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7) 상기 (1) ∼ 상기 (6) 중 어느 하나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은
펄스 레이저인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여 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8) 상기 (1) ∼ 상기 (7) 중 어느 하나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은
엑시머 레이져를 사용하여 열처리 파워는 10 ∼ 2000 mJ/cm2, 주변 온도는 25 ∼ 300℃로 수분 동안 열처리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9) 상기 (1) ∼ 상기 (8) 중 어느 하나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은
Ar2 , Kr2 , Xe2, ArF, KrF, XeCl, 그리고 F2 엑시머 레이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0) 상기 (1)과 같은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은 실리콘 계열의 절연성 무기 물질, 수
지막, 그리고 실리콘 계열의 절연성 무기물질의 3 중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1) 상기 (1) ∼ 상기 (10) 중 어느 하나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상에 외부 보호캡
을 접착 봉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2) 상기 (1) ∼ 상기 (11) 중 어느 하나의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외부 보호캡의 물질은 유
리, AS수지, ABS수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HIPS), 폴리메틸 메타크릴릭 에시드(PMMA), 폴리카보네이트 그
리고 금속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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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단면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박막 보호층을 가진 유기 전계발광 표시소자(100)는 양극층(112), 정공 주입층(113), 정공 수송층(114),
유기 전계 발광층(115), 전자 수송층(117) 그리고 음극층(118)을 적층하고, 음극층(118)상에 외부의 산소나 수분 등의 침
투를 차단할 수 있는 실리콘 계열의 절연 물질로 이루어진 박막의 보호층(passivation layer)(130)을 적층하여 형성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의 공정 단면도이다.

도 3a와 같이, 투명기판(111) 상에 복수의 양극층(112)을 형성한다. 투명기판(111)은 글라스(glass), 석영 유리(quartz
glass) 또는 투명 플래스틱 등의 투명 물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양극층(112)은 화학 기상 증착, 스퍼터링, 진공 증착, 그리고 전자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적층하며, 사진 석판
기술을 이용하여 패터닝한다. 양극층(112)은 두께가 100 ∼ 10,000 Å 정도이고 바람직하게는 100 ∼ 3,000 Å 정도의
두께를 사용한다. 또한 가시광의 투과율이 100 %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나 30 % 정도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양극층(112)은 일 함수가 4.0 eV 이상인 금속, 합금,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화합물 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양극층(112)은 인듐 주석 산화물(ITO), 인듐 아연 화합물(IXO), 산화아연(TO), 주석, 금, 백금, 팔라듐 등을 단층 또는 복
수층,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형성한다.

양극층(112)상에 유기층으로 정공 주입층(113), 정공 수송층(114), 유기 전계 발광층(115), 그리고 전자 수송층(117)을
순차적으로 적층한다.

유기층을 저분자 유기 물질로 사용하는 경우, 정공 주입층(113)은 200 ∼ 600 Å 정도, 정공 수송층(114)은 200 ∼ 600
Å정도, 유기 전계 발광층(115)은 400 ∼ 500 Å정도, 그리고 전자 수송층(117)은 600Å 정도의 두께로 적층한다.

정공 주입층(113)은 금속 프탈로시아닌 또는 무금속 프탈로시아닌이나, 또는, 4,4',4"-트리스(디-p-메틸페닐아미노) 트
리페닐아민과 같은 스타버스트형 분자를 갖는 유기 물질로 형성된다. 정공 주입층(113)은 전기장 인가시에 양극층(112)의
정공을 정공 수송층(114)으로 주입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공 수송층(114)은 N,N'-디페닐-N,N'-(4-메틸페닐)-1,1'-비페닐4,4'-디아민이나 4,4'-비스[N-(1-나프틸)-N-페닐
아미노]비페닐과 같은 유기물질로 형성한다. 정공 수송층(114)은 주입된 정공을 전기장에 의해 유기 전계 발광층(115)으
로 이동시킨다.

유기 전계 발광층(115)는 트리스(8-하이드록시퀴놀린) 알루미늄, 트리스(4-메틸-8-하이드록시퀴놀린) 알루미늄, 3-
(2'-벤즈씨아조릴Benzthiazolyl)-7-N,N-디에틸아미노쿠마린, 9,18-디하이드록시벤조[h]벤조[8]퀴노[2,3-b]아크리
딘-7,16-디온, 4,4'-비스(2,2'-디페닐-에텐-4-일)-디페닐, 페릴렌등과 같은 유기물질들로 형성된다. 유기 전계 발광층
(115)는 정공 수송층(114)로부터 전송된 정공과 전자 수송층(117)을 통해 전송되는 전자가 재결합하여 발광하고 지속시
킨다.

전자 수송층(117)은 트리스(8-하이드록시퀴놀린) 알루미늄, 트리스(8-하이드록시퀴놀린) 갈륨, 1,3-비스[5-(p-터셔리
-부필페닐)-1,3,4-옥사디아졸-2-일]벤젠등과 같은 유기 물질로 형성된다. 전자 수송층(117)은 전기장 인가 시에 음극층
(118)으로부터 주입되는 전자를 유기 전계 발광층(115)으로 이동시킨다.

고분자 유기물로 형성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경우에는 피닷(PEDOT)과 피에스에스(PSS)등과 같은 버퍼층 및 폴리페
닐비닐렌 유도체(poly(phenylvinylene) derivative), PPV)등과 같은 유기 전계 발광층으로 구성된 유기 적층 구조로 스핀
코팅(spin coating), 딥핑(dipping), 그리고 열진공 증착법(thermal vacuum evaporation)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형
성한다. 이때, 버퍼층은 200 ∼ 900 Å, 유기 전계 발광층은 200 ∼ 900 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한다.

전자 수송층(117)상에 음극층(118)을 형성한다. 음극층(118)은 일 함수가 4.0eV 미만 정도로 작은 금속, 예를 들면, 마그
네슘, 알루미늄, 인듐, 리듐, 금, 나트륨 또는 은 등을 단층 또는 복수층, 또는 이들 혼합물로 형성된다. 상기에서 음극층
(118)은 스퍼터링, 진공 증착, 전자빔 또는 화학 기상 증착 방법으로 형성되며, 막의 두께는 100 ∼ 10,000 Å, 바람직하기
는, 100 ∼3,000 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한다.

또한 음극층(118)과 전자수송층(117) 사이에 전자 주입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불화리튬(LiF), 불화세슘(CsF), 산화리듐
(Li2O), 리튬-알루미늄 합금(Li:Al alloy)등을 약 1 ∼ 100 Å 의 두께로 성막 형성하기도 한다.

도 3b)와 같이, 음극층(118)을 포함한 투명 기판(111)상에 보호층(130)을 적층한다. 보호층(130)은 유기 전계 발광층 및
음극층이 열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소 및 수분 등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실리콘 계열의 절연 물질로 형성한다.
보호층(130)은 실리콘산화막(SiO2), 실리콘질산화막(SiOxNy) 또는 실리콘질화막(Si3N4 또는 SiNx) 중에서 선택된 단층
막 또는 2 이상의 복수막으로, 최초 두께(d1)가 100 ∼ 50,000 Å, 바람직하기는 100 ∼ 3,000 Å 정도로 형성한다. 보호
층(130)의 적층 방법은 화학 기상 증착, 스퍼터링, 진공 증착 또는 전자빔 방법 등을 사용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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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기상 증착 방법을 사용하여 실리콘 계열 절연 물질로 보호층(130)을 형성하는 경우, 막 형성 온도는 25 ∼ 300 ℃ 이
며, 운송 가스(carrier gas)로 불활성 기체를 이용하며, SiNx는 반응가스로 SiH4, NH3, N2를 사용하고, SiON는 반응가스

로 SiH4, N2O, NH3, N2를 사용하고, SiO2는 반응가스로 SiH4와 O2를 사용한다.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실리콘 계열 절연물질로 보호층(130)을 형성하는 경우, 막 형성 온도는 25 ∼ 300 ℃ 이며, 운
송 가스(carrier gas)로 불활성 기체를 이용하며, SiNx, SiON, SiO2는 각각 SiNx, SiON, SiO2 타겟을 이용한다.

또한, 실리콘 계열의 절연성 무기물질, 수지(resin)막, 그리고 실리콘 계열의 절연성 무기물질을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보호
층(130)을 형성하거나, 또는 수지막, 실리콘 계열의 절연성 무기물질, 그리고 수지막을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보호층(130)
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도 3c와 같이, 보호층(130)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 공정을 진행한다. 보호층(130)은 열성장 방법에 의해 형성
되지 않고, 화학 기상 증착 또는 스퍼터링 방법으로 적층되기 때문에 실리콘과 산소 또는 질소의 불완전한 결합이 다수 발
생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결합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미결합수(dangling bond)와 다공성으로 인해 보호층(130) 결함의 원
인이 된다. 즉 보호층(130)의 이러한 결함은 산소 및 수분이 투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를 결정화를 통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실리콘계열의 화합물로 구성된 보호층(130)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 온도는 700 ∼ 1100 ℃정도이다. 그러나 이
러한 온도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유기 발광층을 포함한 다른 구성 요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므로, 본 발명에서는 엑시
머 레이저를 사용한 국부 열처리 공정을 진행한다.

보호층(130)의 열처리는 Ar2, Kr2, Xe2, ArF, KrF, XeCl, 그리고 F2 엑시머 레이저 중 하나를 사용한다. 표 1은 각 엑시머

레이저의 방출 파장을 나타낸다.

여기서 엑시머 레이저의 열처리 파워(annealing power)는 10 ∼ 2000 mJ/cm2, 주변 온도는 25 ∼ 300℃의 조건하에서
수 분 동안 열처리한다. 그리고 보호층(130)을 열처리하는 순간 온도는 결정화가 가능한 온도이다. 그리고 회수는 필요에
따라 일 회 또는 그 이상을 실시한다.

열처리 후 보호층(130)은 실리콘과 산소 또는 질소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물 구조(network structure)를 가지고 다
공성(porosity)과 미결합수에 결합된 수소함유량(hydrogen content)이 최소화된 고밀도 균질막(131)이 형성(즉, 고밀도
균질막으로의 변화)된다. 고밀도 균질막(131)은 열처리후의 두께(d2)가 10 ∼ 10,000 Å, 바람직하기는 100 ～ 2000 Å
정도 두께로 형성된다. 그리고 그물 구조를 이루고 수소함유량이 감소되므로 외부로부터 습기 및 산소의 침투에 의해 유기
전계발광층(115) 및 음극층(118)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표.1

또한, 도면에서의 도시는 생략하였으나, 본 발명은 유기 전계 발광 표시소자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방출(outgassing) 물질
들에 의한 열화(degradation)를 방지하기 위해 음극층(118)과 보호층(130)사이에 제습제 층(desiccant layer)(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제습제 층으로는 산화칼슘(CaO), 이트륨 산화막(Y2O3),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
(MgO) 등의 흡습 및 흡착성이 좋은 산화 금속층(metal oxide layer)를 100 ∼ 50,000 Å, 바람직하게는 200 ∼ 10,000
Å 정도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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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에, 투명기판(111) 상에 상술한 구조를 덮도록 유리, AS수지, ABS수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HIPS), 폴리
메틸 메타크릴릭 에시드(PMMA), 폴리카보네이트 및 메탈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 보호캡을 접착 봉지하여 보호층(130)의
기계적 강도를 보강할 수도 있다.

도 4는 실리콘 계열의 절연 물질을 사용하는 보호층 중 대표적으로 실리콘 질화막의 결합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4a는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로 이루어진 보호층(130)을 열성장이 아닌 화학 기상 증착 또는 스퍼터링, 진공 증착 방법
을 사용하여 적층하기 때문에 실리콘과 질소가 완전한 결합을 이루지 못하여 다수의 미결합수(140)들이 존재하고, 다공성
의 막질을 가진다. 그리고 미결합수(140)들이 수소와 결합하여 보호층(130)내에 수소 함유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미결
합수(140) 및 다공성 막질은 산소 및 수분의 침투가 가능한 원인을 제공한다.

도 4b는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여 열처리 공정을 실시한 후의 보호층(130)의 결합구조이다. 열처리에 의해 보호층(130)
은 급속하게 결정화되어 미결합수(140)와 수소와 결합이 끊어지고, 실리콘과 질소의 결합(141)이 이루어져 미결합수
(140)들이 제거된다. 미결합수(140)들의 제거는 수소의 함유량을 감소시키고, 또한 보호층(130)의 다공성도 최소화된다.
따라서 산소 및 수분의 침투를 억제할 수 있는 균질한 보호층(130)을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즉, 본 발명은 실리콘과 산소 또는 질소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층을 소자의 다른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국
부적으로 열처리하여, 수소 함유량 및 다공성(porosity)을 최소화시킨 균질막을 형성함으로써, 외부의 산소 및 수분 등의
침투를 억제하여 유기 전계 발광층 및 음극층이 열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스퍼터링 또는 화학 기상 증착 방법으로 외부의 산소 및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
소 2 ∼ 5 시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보호층의 레이저 열처리 공정에 불과 수 분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를 위한 공정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서 다
양한 수정, 변경,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투명 기판 상에 양극층, 유기 전계 발광층, 그리고 음극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음극층을 포함하는 상기 투명 기판상에 실리콘 계열의 절연막으로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계열의 절연막 층을 국부적으로 열처리하여 상기 절연막 층의 표면층을 균질막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극층과 상기 보호층 사이에 제습제 층를 개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
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습제는 산화 칼슘, 이트륨 산화막,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은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산화막 그리고 실리콘 질화막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복합층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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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은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여 열처리 파워는 10 ∼ 2000 mJ/cm2, 주변 온
도는 25 ∼ 300 ℃의 조건으로 수 분 동안 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계열의 절연물질은 Ar2 , Kr2 , Xe2, ArF, KrF, XeCl, 그리고 F2 엑시머 레이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은 실리콘 계열의 절연성 무기 물질, 수지막, 그리고 실리콘 계열의 절연성 무기물질의 3 중
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상에 외부 보호캡을 접착 봉지하여, 상기 외부 보호캡의 물질로 유리, AS수지, ABS수지, 폴
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HIPS), 폴리메틸 메타크릴릭 에시드(PMMA),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금속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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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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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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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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