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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전도성 투명 중합체(CTP) 층으로 겹쳐지고, 발광 중합체, 올리고머 또는 저 분자량 화합물 층으로 겹쳐지며, 
금속 음극으로 겹쳐지는 투명 전극 층을 포함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LED)에 관한 것으로, 상기 CTP 층의 황산염 이
온 함량은 7,500ppm미만이고 금속 이온 함량은 0.04mmole/g을 초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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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도성 투명 중합체(CTP) 층으로 겹쳐지고, 발광 중합체, 올리고머 또는 저 분자량 화합물 층으로 겹쳐지며, 
금속 음극으로 겹쳐지는 투명 전극을 포함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에 관한 것인데, 여기
서 상기 CTP 층은 저 황산염 및 고 금속 이온 함량을 갖는다.

    배경기술

    
전도성 투명 중합체를 포함하는 LED가 중합체 LED의 수명을 본질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 업계에 알려져 있다. CT
P층이 있는 LED는 예를 들어, 특허 출원 WO 96/08047에 설명되었다. 다수의 중합체 물질이 한편으로는 전기 절연 영
역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재하는 정공 주입 양극(real hole-injection anodes)의 역할을 하는 전자 전도 영
역을 제공하는 물질로서 LED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되었다. 위치에 따라서 전도 상태 또는 비전도 상태일 수 
있는 이러한 중합체는 폴리티오펜, 폴리아민, 폴리피롤, 폴리아닐린 및 폴리아세틸렌의 부류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중합체는 알킬 및 알콕시기, 할로겐 등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러한 CTP층의 두께는 50 내지 500㎚가 된다고 보고되
어 있다. LED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시광의 실재적인 흡수를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박층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실
상 이러한 층은 누출 전류, 단락 및 핀홀(pinhole)을 방지하고 디바이스의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두꺼워
야만 한다.
    

    
이러한 CTP 층의 주요 단점은 예를 들어, 매트릭스 또는 분할된 유기 LED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기 위한 전도성 및 비
전도성 영역이 있는 층을 제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비싸다는 것이다. 전체 층에 걸쳐서 동일한 전도도를 갖는 층을 제
조하는 것은 중요한 장점일 것이다. CTP 층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픽셀(pixels)에서는 다중 구동(multiplexed d
riving) 하에서, 하나의 픽셀 내에서 방출되는 광이 불균일하게 감쇠되는, 소위 양극 수축(anode shrinkage)이 일어난
다. 다중 구동의 예는 미국 특허 제 6,014,119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형적으로, 양극 수축은 디스플레이의 측부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으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내부에서 세로줄을 따라 또는 가로줄을 따라 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
극 수축은 임의의 2개의 픽셀 또는 디스플레이의 세그먼트(segment)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이
러한 CTP 중합체 층은 분산액, 용액, 또는 현탁액에 함유되는 화합물 때문에 디바이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양극 수축으로 인한 픽셀의 성능 저하를 개선시키고 디바이스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C
TP 층의 증착을 위하여 잉크를 분사시킴으로써 하나의 픽셀에 분배되는 CTP 분산액, 현탁액 또는 용액이 다른 픽셀도 
커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픽셀 둘레에 분리벽이 있는 기판 구조를 제조하는 것보다, 하나 이상의 픽셀을 커
버하는 연결된 CTP 층이 더 쉽고 값싸게 제조될 수 있다. CTP 층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된 이러한 픽셀은 다중 구
동 하에서 수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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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P 층의 황산염 이온(SO 4

2- ) 함량이 7,500ppm 미만이고 금속 이온 함량이 0.04mmole/g을 초과한다면, LED의 
양극 수축과 그 수명은 상당히 개선된다는 것이 현재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LED)에 관한 것인데, 상기 투명 전극은 바람직하게는 인듐 산화물 또는 인듐-주석 산화물(ITO) 층이
고, 전도성 투명 중합체(CTP) 층으로 겹쳐지며, 발광 중합체 또는 올리고머, 또는 저 분자량 화합물 층으로 겹쳐지고, 
금속 음극으로 겹쳐지며, 상기 CTP층의 황산염 이온 함량은 7,500ppm 미만이고 금속 이온의 함량은 0.04mmole/g을 
초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도성 투명 중합체는 임의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층으로 제조될 수 있고, 대체로 용액, 분산액 또는 현탁액으로부터 스
핀 코팅(spin coating) 공정에 의해 증착되거나 잉크젯 공정에 의해 증착된다. 유기 LED 디스플레이에서의 적용을 위
하여, 전도성 투명 중합체의 건조된 필름은 높은 효율뿐 아니라 긴 수명 및 최소한의 양극 수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람
직하게 다음에 나오는 특성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킨다.

즉, 전도성 투명 중합체는 폴리티오펜, 폴리피롤, 폴리아닐린, 폴리아민, 및 폴리아세틸렌의 부류에서 선택된다.

카운터 이온(counter ion)의 역할을 하는 염 또는 고분자전해질은 폴리스티렌술폰산 및 파라-톨루엔술폰산과 같은 술
폰산에서 선택된다.

건조된 필름에서의 황산염의 농도는 1,250ppm미만이다.

건조된 필름에서의 금속 이온의 농도는 매트릭스 또는 분할된 디스플레이에서 양극 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0.5mmol
e/g을 초과한다.

금속 이온은 바람직하게는 알칼리 이온 또는 알칼리 토금속 이온이다. 더욱 바람직한 금속 이온은 대체로 K, Rb, Cs, 
Mg, Ba 및/또는 Ca 이온이다.

금속 이온이 대체로 K, Rb, Cs, Mg, Ba 및/또는 Ca만이라는 바람직한 조건은 디바이스의 긴 수명을 실현시키고 양극 
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CTP층이 능동 매트릭스 기판에 사용될 때 특히 중요하다. 그러면, 금속 이온 농도는 높아지나, 
Li 및 Na 이온 농도는 MOS 불안정 효과를 방지하고 게이트 유전체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낮아야 하고, 바람
직하게는 1010 이온/cm2 미만이어야 한다. 금속 이온은 산화물, 수산화물 또는 염의 형태로 첨가될 수 있다. 적절한 염
은 예를 들어, 탄산염, 질산염, 할로겐화물(불화물, 염화물, 브롬화물 및 요오드화물), 유기염 및 그 혼합물이다.

건조된 층에서 황산염의 함량은 7,500ppm미만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황산염 함량이 4중량%의 고체 CTP 분산액에서 
300ppm미만일 때 얻어진다. 건조된 층에서 1,250ppm의 황산염 함량은 CTP 층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4중량% 분산
액에서 50ppm의 함량에 해당한다.

건조된 층에서 금속 이온의 함량은 0.04mmole/g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CTP 층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4중량
% 고체 CTP분산액에서 금속 이온의 함량이 1.6μ㏖을 초과할 때 얻어진다. 건조된 층에서 0.5mmole/g의 금속 이온 
함량은 4중량% 분산액에서 0.02mmole/g의 함량에 해당한다.

CTP 층에 적절한 중합체는 업계에 알려져 있다.

    
상세하게는, 특허 출원 WO 96/08047이 참조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물질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하며, 이것의 
내용은 참조로 포함된다. 유용한 중합체는 폴리티오펜, 폴리피롤, 폴리아닐린, 폴리아민 및 폴리아세틸렌이다. 특히 유
용한 것은 폴리-3,4-에틸렌 디옥시티오펜, 폴리아닐린(PANI), 및 ConQuest(예를 들어, DSM, 네델란드)와 같은 폴
리우레탄이다. 중합체는 단량체, 올리고머, 또는 다른 중합체와 혼합된다. CTP 층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물질은 폴리-
3,4-에틸렌 디옥시티오펜 및 폴리스티렌 술폰산의 혼합물(PEDO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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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층(active layer)은 전자 전도성 물질로 된 2개의 전극층 사이에 위치된다. 상기 전극층 중 적어도 하나는 능동층
에서 방출되는 광에 대해 투명하거나 반투명해야 한다. 전극층 중 하나는 능동층으로 정공을 주입하는 (양) 전극의 역
할을 한다. 이 전극층의 물질은 높은 일함수를 갖고 일반적으로 인듐 산화물 또는 인듐-주석 산화물(ITO) 층으로 형
성된다. 게다가, 이러한 층은 능동층에서 방출하는 광에 투명하다. ITO는 만족할만한 전기 전도도와 높은 투명도 때문
에 특히 적절하다. 다른 하나의 전극은 능동층으로 전자를 주입하는 (음) 전극의 역할을 한다. 이 층에 대한 물질은 낮
은 일함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인듐, 칼슘, 바륨 또는 마그네슘 층으로 형성된다.
    

    
ITO 전극층은 진공 증착, 스퍼터링(sputtering) 또는 CVD 공정에 의해 제공된다. 이 전극층 및 종종 예를 들어 칼슘
으로 제조된 음극층은 통상의 포토리쏘그래피 공정(photolithographic process)에 의한 패턴에 의해 구조화되거나, 
디스플레이를 위한 바람직한 패턴에 해당하는 진공 증착 공정 도중에 마스크로 상기 전극을 부분적으로 커버함으로써 
구조화된다. 디스플레이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제 1 및 제 2 전극층으로 제조된 전극은 직각으로 서로 교차하는 라인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직사각형 LED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직사각형 LED는 디스플레이의 
픽셀 또는 화상 요소를 구성한다. 제 1 및 제 2 전극층으로 제조된 전극이 전원에 연결되면, 광 방출 픽셀은 전극의 교
차부에 형성된다. 이런 방법으로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픽셀 구조는 특정 모양에 국한되지 않
는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아이콘을 나타내거나 단순한 그림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분할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모
든 픽셀 모양이 가능하다.
    

    
광 방출 중합체, 올리고머 또는 저 분자량 화합물은 WO 97/33323에 개시된 것과 같은 폴리플루오렌 공중합체, DE 1
9615128에 개시된 것과 같은 폴리스피로 공중합체(polyspiro copolymer) 및 WO 98/27136에 개시된 것과 같은 폴
리(p-페닐렌 비닐렌)(PPV)과 같은 임의의 전자발광 물질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 가용성 컨쥬게이트 중합체 및 올리
고머가 사용되는데, 이는 상기 가용성 컨쥬게이트 중합체 및 올리고머가 예를 들어, 스핀 코팅 공정에서 또는 잉크 분사
함으로써 쉽게 도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용성 컨쥬게이트 PPV 유도체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폴리(디알킬-p-페닐렌 
비닐렌) 이고 폴리(디알콕시-p-페닐렌 비닐렌)이다. 발광 물질은 진공 공정에서 증착된 퀴나크리돈(quinacridone)
과 같은 염료로 도핑된 8-히드록시퀴놀린-알루미늄과 같은 도핑된 저 분자 물질일 수도 있다.
    

컨쥬게이트 중합체의 제조에 따라서, 상기 중합체는 5 내지 10%의 컨쥬게이트 되지 않은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
한 컨쥬게이트 되지 않은 유닛은 전자 발광 효율(능동층에서 주입된 전자 당 광자의 수로 정의됨)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위에서 언급된 컨쥬게이트 PPV 유도체는 통상의 유기 용매, 예를 들어, 클로로포름과 같은 할로겐화된 탄화수소 및 톨
루엔과 같은 방향성 탄화수소에 용해될 수 있다. 아세톤 및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 용매로 사용될 수도 있다.

컨쥬게이트 중합체의 중합도는 10 내지 100,000의 범위이다.

컨쥬게이트 중합체의 발광층의 층 두께는 종종 10 내지 250㎚의 범위이고, 상세하게는 50 내지 130㎚의 범위이다.

    
LED의 구조는 예를 들어, 유리, 석영 유리, 세라믹 또는 합성 수지 물질로 제조되는 기판 상에 제공될 수 있다. 트랜지
스터 또는 그 밖의 전자 수단은 소위 능동 매트릭스 기판을 형성하는 기판과 투명 전극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바람직
하게, 반투명 또는 투명 기판이 사용된다. 가요성(flexible)의 전자발광 디바이스가 바람직하다면, 합성 수지로 된 투
명 호일이 사용된다. 적절한 투명 합성 수지 및 가요성 합성 수지는 예를 들어, 폴리이미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텐 및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상 및 그 밖의 양상은 이 후에 설명되는 실
시예를 참조로 설명되고 실시예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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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초기 휘도가 200cd/m 2 이고 DC-구동일 때, 80℃에서 폴리LED의 수명과 CTP 층인 PEDOT의 분산액에서의 
황산염 농도 사이의 상관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다중 구동 하에서 사용 수명 테스트를 한 후 양극 수축을 나타내는 픽셀에 대한 사진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다중 구동 하에서, 80℃에서 96 시간 동안 사용 수명 테스트를 한 후 LED의 양극 수축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디스플레이의 형태로 전자 발광 디바이스의 평면도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4의 II-II선에 따른 횡단면도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기판(3)에는 진공 하의 스퍼터 공정에서 샤도우 마스크를 통하여 구조화된 ITO(structured ITO)(또는 다른 투명 전
극)(4)가 제공된다. 구조화된 ITO 상에서, 닫힌 층(closed layer)으로서 CTP 층(5)이 스핀 코팅에 의해 증착된다. 
CTP 층 위에서 닫힌 층으로서 유기 발광 물질(6)이 스핀 코팅된다. 발광층(6) 상에서 마스크를 통하여 전극(7)이 진
공 증발된다.

전극(4)과 전극(7)의 각각의 교차점이 픽셀을 규정한다. 실시예에 의하여, 전극(7) 중의 하나(도 4의 중간에 있는 전
극)와 전극(4) 중의 하나(도 4의 가장 왼쪽의 전극)는 전원에 연결되고, 전극(7)은 접지된다. 픽셀(11)의 위치에서, 
유기 발광층(6)은 광을 방출하는데, 이 광은 기판(3){도 5에서 화살표(13)로 표시됨}을 통하여 LED를 떠난다.

유기 발광 디바이스(1)는 산소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캡슐화된다.

유기 발광 디바이스(1)는 200cd/m 2 이상의 휘도를 갖는 광 방출을 얻기에 충분한 전류를 제공할 수 있는 전원을 더 포
함한다.

디바이스(1)의 픽셀은 매트릭스 또는 분할된 디스플레이를 형성하는데, 여기서 픽셀에 대한 픽셀은 다중 구동 방식으
로 구동된다. 다중 구동 방식에서, 미국 특허 제 6,014,119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기 펄스가 특정 시간 동안 각 픽
셀에 인가되어 예를 들어, 200cd/m 2 의 시간 평균 휘도(time averaged brightness)를 발생시킨다. 전극(7) 뿐 아니
라 전극(4) 모두를 서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일정한 전류를 인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서 모든 픽셀은 동시에 동일한 
전류 밀도를 갖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DC-구동이라고 칭한다.

유기 발광 디바이스(1)는 DC-구동 사용 수명 테스트를 거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원의 양극(positive pole)은 모든 
양극(anode)(4)에 연결되고 음극(negative electrode)은 모든 음극(cathode)(7)에 연결되며, 디바이스는 일정한 전
류 및 200cd/m 2 의 초기 휘도에서 구동되고 80℃의 주변 온도를 유지한다. 사용 수명은 휘도가 초기 값의 반으로 떨어
지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DC-구동 수명 테스트는 모든 픽셀의 전자 발광의 균일한 감쇠를 초래한다. 전형적
인 결과가 황산염 농도의 함수로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은 초기 휘도가 200cd/m 2 이고 DC-구동일 때, 80℃에서 폴리LED의 수명과 CTP 층인 PEDOT의 분산액에서의 
황산염 농도 사이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

I은 합성한 후의 PEDOT인데, 이것은 분산액에서 120ppm의 SO 4
2- 이온을 함유하고 폴리-3,4-에틸렌 디옥시티오펜 

: PSS = 1 : 20의 비를 갖는다.

II는 이온 교환된 I인데, 분산액에서 SO 4
2- 이온의 농도를 10ppm미만이 되도록 한다(사용된 방법의 탐지 한계).

III은 분산액에서 42ppm의 SO 4
2- 이온이 있는 표준 세정 뱃치(standard cleaned batch)이다(폴리-3,4-에틸렌 디

옥시티오펜 : PSS = 1 : 6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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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4

2- 이온 960ppm이 III에 첨가되면, 수명은 4시간으로 줄어든다.

도 1로부터 SO4
2- 이온 농도는 특히, LED 디스플레이가 원격 통신 시장에서 사용될 때는 4중량%의 분산액에서 300

ppm미만 이어야하고, 바람직하게는 50ppm미만 이어야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원격 통신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수
명은 바람직하게는 80℃에서 적어도 125시간이어야 한다.

다중 구동 방식 하에서의 사용 수명 테스트에서 전기 펄스는 특정 시간동안 각 픽셀에 인가되어 200cd/m 2 의 디바이스 
초기 휘도를 발생시킨다.

샘플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 수명 테스트 도중에 다중 구동 하에서 양극 수축과 픽셀의 열에서 전자 발광의 
불균일한 성능 저하를 나타낸다.

도 2는 다중 구동 하에서 사용 수명 테스트를 한 후 양극 수축을 나타내는 픽셀에 대한 사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왼쪽
은 표 1의 번호 13이고(Na 1.0mmole/g), 오른쪽은 표 1의 번호 3(Na 0.086mmole/g)이다.

디스플레이에서 성능 저하 현상은 다중 구동 하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양극 수축이라 불리운다. 이러한 현상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명 테스트 도중에 전형적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확장하는 픽셀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양극 수축은 디스플레이의 임의의 2개의 픽셀 또는 세그먼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전자 발광의 불균일한 성능 저하는 실시예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광 중합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CTP 층에 관련된 
것이다.

양극 수축에 대한 금속 이온의 효과도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NaOH)으로 PEDOT 분산액에 
첨가되었다.

나트륨의 농도와 양극 수축의 양 사이의 상관 관계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도 2 및 표 1에 나타나있다.

[표 1]
양극 수축
번 호 PEDOT 비# Na[mmole/g] SO4

2- [ppm] 수축 성능
1 2 3 4 5 6 
7 8 9 10 1
1 12 13

1/12 1/20 1/12 1/20 1/12 
1/12 1/20 1/20 1/20 1/20 
1/12 1/12 1/6##

0.010 0.027 0.086 0.131 0.16
1 0.165 0.253 0.286 0.288 0.3
98 0.475 0.543 1.000

350 875 1,300 1,700 500 675 < 25
0### 275 < 250 < 250 < 250 < 
250 1,050

- - * * * * * 
** ** ** ** ** 
***

# 폴리-3,4-에틸렌 디옥시티오펜 : PSS 의 비

## 표준 PEDOT(비 1/6)

### 탐지 한계

표 1은 별표로 정성적으로 표시된 양극 수축(- = 쓸모없음, * = 불량, ** = 보통, *** = 최우수 물질)과 건조된 PE
DOT 층의 나트륨 농도 사이의 상관 관계이다. 약 0.08mmole/g일 때 개선이 나타난다. 나트륨 농도가 0.25mmole/g
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호 2의 물질은 80℃에서 24시간 후에 픽셀의 3열의 손실을 나타내었다. 염화나트륨 형태의 나트륨 0.022mmole/g
이 번호 2 물질의 분산액에 첨가된 디스플레이는 80℃에서 24시간 후에 양극 수축의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른 금
속 이온에 대해서 유사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염화나트륨 형태의 나트륨 0.088mmole/g이 번호 2 물질에 첨가된 디스
플레이는 사용 수명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양극 수축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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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CTP 층에 별도의 나트륨 이온을 첨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나트륨 이온( 및 리튬 이온)
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유전체에 유해하다. 그러므로, 본 CTP층이 능동 매트릭스 기판에 사용되면, 리튬 및 나트륨 이
온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다 큰 이온 또는 2가, 3가 및 4가 이온은 게이트 유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극 
수축을 방지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알칼리 금속 이온을 사용할 때는 K, Rb 및/또는 Cs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고, Li 및 Na 이온은 게이트 유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 디바이스의 수명에 제한을 줄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투명 전극(바람직하게는 ITO) 및 음극만이 구조화된다. PEDOT 및 발광 중합체 또는 올리고
머는 구조화된 투명 전극(ITO) 상에 스핀 코팅되고 임의의 다른 픽셀과 연결되어 디바이스에서 닫힌 층으로 남는데, 
이것은 중합체를 구조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다. 사용되는 아키텍쳐(architecture)는 쉬운 제조 방법
으로 인하여 중합체 LED에서 최신의 것이다.

이러한 " 연결된 PEDOT층" 의 디바이스 아키텍쳐로 인하여 양극 수축은 임의의 픽셀이 닫힌 PEDOT 필름을 통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PEDOT는 다른 중합체로 교체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본 상세한 설명
에 PEDOT이 기재되어 있지만, 임의의 다른 적절한 중합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다음의 실시예로 설명된다.

실시예 1

유기 LED가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a) 소다 석회로 된 기판(3)은 샤도우 마스크를 통한 스퍼터 공정에서 인듐 주석 산화물{발저스사(Balzers)에 의해 제
작된 170㎚ 두께의 ITO}로 코팅되어 도 4에 있는 구조층(4)이 되었다. CTP층을 증착하기 전에, 기판은 초음파 처리 
상태에서 물로 세척되었고, 원심 분리기에서 건조되었으며, 15분간 UV/오존으로 살균되었다.

    
b) 다음에, 구조화된 ITO층은 CTP 물질인 PEDOT(1:20 비율의 폴리-3,4-에틸렌디옥시티오펜 및 폴리스티렌술폰산)
{예를 들어, 바이엘사(Bayer)의 Baytron P 및 PSS가 1:20의 비율로 첨가되었다.}으로 된 200㎚ 층으로 커버되었는
데, 이는 스핀 코팅 공정에 의해 제공되었다. 상기 층은 핫 플레이트(hotplate) 상에서 공기 중에 170℃에서 5분간 건
조되었다. 2개의 층(즉, ITO 및 PEDOT)은 함께 정공 주입 전극을 구성하였다. 건조된 PEDOT층은 0.027mmole/g의 
Na 및 875ppm의 황산염을 함유하였다(표 1에서 번호 2).
    

c) 전자 발광층(6) 또한 스핀 코팅에 의해서 제공되었고, 화학식 I(아래를 참조)의 반복 유닛인 아릴-치환 폴리-p-
아릴렌비닐렌으로 구성되는 물질로 제조되었다. 화학식 I의 중합체는 WO 98/27136로부터 알려져 있고, P.W.M. 블롬
(Blom), H.F.M. 슈(Schoo) 및 M. 매터스(Matters)의 Appl. Phys. Lett. 73, 1998, 3914-3916, p.3916 의 도 
2로부터 알려져 있으며, 광 및 전자 발광의 적색 내지 오렌지 빛을 띤다.

발광 중합체는 화학식 (I)을 갖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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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자 발광층(6)은 연속하여 각각 10 및 100㎚두께의 Ba 및 Al 층으로 커버되었는데, 이들 층은 함께 전자 주입 전
극을 형성하였고, 각 층은 샤도우 마스크를 통하여 진공하에서 금속 증기를 증착시킴으로써 도포되어,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픽셀화된 디바이스가 된다.

유기 발광 디바이스(1)는 DC 구동 사용 수명 테스트를 거쳤는데, 이 테스트에서 전원의 양극(positive pole)은 모든 
양극(anode)(4)에 연결되었고, 음극(negative electrode)은 디바이스의 모든 양극(cathode)(7)에 연결되었으며, 디
바이스는 일정한 전류와 200cd/m2 의 초기 휘도에서 구동되었고 주위 온도는 80℃로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휘도가 초
기값에서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되는 사용 수명은, 모든 픽셀에서 발광 강도가 균일하게 감소하면
서, 약 140시간으로 측정되었다.

다중 구동 방식 하에서의 수명 테스트에서, 특정 시간 동안 각 픽셀에 전기 펄스가 인가되어서, 200cd/m 2 의 디바이스 
초기 휘도를 나타내었고, 약 140시간의 사용 수명이 달성되었다. 샘플은 다중 구동 하에서 양극 수축을 나타내었다. 8
0℃에서 96시간 후에, 4열의 픽셀에서 불균일한 전자 발광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얻어졌다. 전자 발광의 불균일
한 성능 저하는 발광 중합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CTP 층에 관련된 것이었다(실시예 3 참조).

도 3은 다중 구동 하에서 96시간의 사용 수명 테스트를 80℃에서 수행한 후의 LED의 양극 수축을 도시한다.

실시예 2

다른 농도의 황산염 이온이 PEDOT 분산액에 첨가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이 반복되었다. SO 4
2- 이온이 폴리LED

의 수명과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황산(H2 SO4 )이 PEDOT에 첨가되었다.

실시예 1의 PEDOT 분산액 100ml의 고체 함량은 4중량%이고, 그 중 약 95중량%는 PSS이다. 이것은 PEDOT 100m
l에서 PSS 단량체 0.021mole에 해당한다.

0.001mole(=0.096g = 100ml당 960ppm의 SO 4
2- ) 및 0.005mole(=0.48g = 100ml 당 4800ppm의 SO 4

2- )의 
H2 SO4 가 각각 PEDOT 분산액에 첨가되었다. 디바이스의 효율과 수명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PEDOT 분산액에 첨가된 K2 SO4 와 같은 금속 이온 황산염은 H2 SO4 와 동일한 나쁜 영향을 미쳤다.

[표 2]
    4중량% 분산액에서의 SO4

2- [p
pm]

건조된 필름에서의 SO4
2- [p

pm]
상온, 4V에서의 효율 [cd/
A]

80℃에서의 수명[h]

표 1의 PEDOT 번호 
2

35 875 2.1 140

H2 SO4 0.096g 첨가 960 24,000 0.6 4
H2 SO4 0.48g 첨가 4,800 120,000 0 0

표 2는 표준 및 변형 PEDOT에 있어서, 80℃, 200cd/m 2 일 때 발광 중합체의 DC-구동 하에서의 수명 및 상온에서의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음극과 모든 양극은 연결되었고 일정한 전류가 인가되어 상온에서 200cd/m 2 의 초기 휘도
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3

도 4에 있는 양극 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NaCl이 PEDOT 분산액에 첨가되어, 분산액에 0.022mmole/g의 나트륨이 
있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이 반복되었다. 실시예 1에 사용된 물질은 80℃에서 24시간 동안 다중 구동한 후에 
이미 4열의 픽셀에서 불균일한 전자 발광을 나타내었지만, 0.022mmole/g의 나트륨이 함유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는 
24시간 후에도 양극 수축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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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

NaCl이 PEDOT 분산액에 첨가되어 분산액에 0.088mmole/g의 나트륨이 있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이 반복되
었다. 다중 구동 방식 하에서 96시간의 사용 수명 테스트 후에도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는 양극 수축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기의 실시예는 유기 LED에서 사용되는 전하 이송 중합체(charge transport polymer)(CTP)의 나트륨 양이 다중 
구동 방식으로 LED가 구동되는 가속 사용 수명 테스트에서 관찰되는 양극 수축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설명한다. 이들 실시예에 사용된 발광 중합체는 PPV이다.

    
발광 중합체로서 폴리플루오렌이 사용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약 0.25mmol/g의 Na를 포함하는 CTP 층 
및 적색 방출 폴리플루오렌을 포함하는 LED 의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80℃에서 600시간동안 수행된 수명 테스트에서 
어떠한 양극 수축도 관찰되지 않는다. 동일한 CTP층이 나트륨 없이 사용된다면, 심각한 양극 수축이 관찰된다는 것을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적색 방출 폴리플루오렌이 녹색 방출 폴리플루오렌으로 대체된다면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 
즉, 나트륨 함유 CTP 층에서는 수축이 없고 CTP 층에 나트륨이 없다면 심각한 수축이 생긴다.
    

발광 중합체로서 PPV를 포함하는 LED의 수명은 CTP 층에 존재하는 나트륨의 양에 약간의 영향을 받지만 심각한 영향
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인 실시예로서, 0.003mmol/g의 Na를 포함하는 PEDOT CTP 층을 갖는 PPV LED의 수명
이 77시간이라면, CTP 층이 1mmol/g의 Na를 포함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동일한 LED의 수명은 111시간
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폴리플루오렌은 아래의 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수명에 있어서 나트륨의 양에 대해 좀 더 복잡한 영향을 나타
낸다.

[표 3]
PEDOT 층 번호 Na(mmol/g) L(t=0) (cd/m 2 ) 수명(h)
1 2.2 382 24
2 0.34 545 107
3 0.15 599 166
4 0.003 656 30

표 3에서, 2번째의 세로 열은 CTP 층에서 Na의 농도를 나타내고, 3번째의 세로 열은 LED의 효율을 사용 수명 테스트 
초기의 휘도(L)로 나타내며, 마지막 세로 열은 사용 수명 테스트가 6.25mA/cm 2 의 일정한 전류 밀도의 DC 수명 테스
트로 수행될 때 LED의 수명을 나타낸다. 다중 조건 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예상된다. 놀랍게도, 표 3은 보통의 예상과
는 다르게, 사용 수명 테스트 초기의 LED 효율은 나트륨의 양이 감소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되지만, 그 수명은 같은 경
향을 따르지 않고 약 0.15mmol/g의 Na일 때 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도성 투명 중합체(CTP) 층으로 겹쳐지고, 발광 중합체, 올리고머 또는 저 분자량 화합
물 층으로 겹쳐지며, 금속 음극으로 겹쳐지는 투명 전극을 포함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 이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도성 투명 중합체(CTP) 층으로 겹쳐지고, 발광 중합체, 올리고머 또는 저 분자량 화합물 층으로 겹쳐지며, 금속 음
극으로 겹쳐지는 투명 전극 층을 포함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LED)에서,

 - 9 -



공개특허 특2003-0024690

 
상기 CTP 층의 황산염 이온 함량은 7,500ppm미만이고 금속 이온 함량은 0.04mmole/g을 초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LED.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TP는 폴리티오펜, 폴리피롤, 폴리아민, 폴리아닐린 및 폴리아세틸렌에서 선택되는 중합체를 
포함하는, LED.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CTP는 폴리-3,4-에틸렌 디옥시티오펜과 폴리스티렌술폰산(PEDOT)의 혼합물인, LED.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황산염 이온의 함량은 1,250ppm미만인, LED.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이온의 함량은 0.5mmole/g을 초과하는, LED.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이온은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이고, 바람직하게는 K, Rb, 
Cs, Mg, Ba 및/또는 Ca인, LED.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전극층은 인듐 산화물 또는 인듐-주석 산화물(ITO)로 된 층인, 
LED.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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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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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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