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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유기 전자재료와 유기전기 발광소자

(57) 요 약
본 발명은 유기 전기발광재료와 유기전기 발광소자에 관한 것으로서,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Ⅱ)의 구조를 가
지고 있다. 본 발명의 유기전기 발광소자는 플루오란센기(fluoranthene group)를 함유한 화합물을 전자 수송재료
로 삼기 때문에 전자 수송과 주입 능력이 비교적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열 안정성과 피막형성력이 우수하여, 유기
전기 발광소자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자의 사용수명도 개선되었다. 또한, 본 발명의 유기전기 발광소자는
플루오란센기를 함유한 화합물을 인광의 호스트 재료로 채택하였으며, 삼중항 상태 에너지 등급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전자 수송 성능이 우수하여 발광층 내의 전자 수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소자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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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하기 화학식의 유기 전자재료:

청구항 9
제 8항에 따른 유기 전자재료를 포함하는 유기전자 발광소자.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정공 주입층, 정공 수송층, 발광층, 전자 수송층 및 전자 주입층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유기 전자재료가
상기 정공 주입층, 상기 정공 수송층, 상기 발광층, 상기 전자 수송층 및 상기 전자 주입층 중의 어느 한 층 또
는 다수 층의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자 발광소자.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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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기 전자재료가 상기 전자 수송층의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자 발광소자.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층은 호스트 재료와 게스트 재료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유기 전자재료는 상기 발광층에서 홍색인
광의 호스트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자 발광소자.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여기에서 상기 게스트 재료가 유기 이리듐 화합물 또는 유기 플래티나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자
발광소자.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전자재료가 상기 전자 수송층의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전자 발광소자.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새로운 유기 전기발광재료에 관한 것으로서, 진공증착을 통하여 필름으로 침전시키고 전자 수송재료
와 인광(phosphorescent) 호스트 재료로서 OLED에 응용하는 유기전기 발광소자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 속한다.

배 경 기 술
[0002]

유기전기 발광소자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자체발광하고 시야각이 넓으며 전력소모가 적고 효율성이 높
으며, 얇으면서 색채가 풍부하고 반응속도가 빠르며 적용온도가 광범위하고 구동전압이 낮으며, 플렉시블 투명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것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기전기 발광소
자 기술은 평면 모니터와 차세대 조명에 응용할 수 있으며, LCD 백라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다. 1987년부터 코닥
(Kodak)의 탕(Tang) 등은 진공 필름 증착 기술을 이용하여 A1q3(tris(8-hydroxyquinolinato)aluminium)를 발광
층으로 삼고, 트리페닐아민(triphenylamine) 유도체를 정공 수송층으로 제작한 샌드위치 타입의 이중층 소자를
선보였는데, 이는 10V의 구동전압에서 발광 밝기가 1000㏅/㎡(Tang C. W., Vanslyke S. A. App1. Phys. Lett.
1987, 51, 913-916)에 달한다. 상기의 혁신적인 성과는 IT를 비롯한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유기 전기
발광 연구와 응용에 대한 열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9년 호스트 및 게스트 기술의 발명으로 인해
유기전기 발광소자의 발광효율과 작업수명이 크게 향상되었다. 1998년, 포레스트(Forrest) 등은 전기 인광 현상
을 발견했으며, 유기전기 발광양자 효율이 25%보다 낮다는 이론적 한계치를 뛰어넘어 100%(Baldo M. A.,
Forrest S. R. Et al, Nature, 1998, 395, 151-154)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유기 전기발광 연구에 새로운 시대
를 열었으며 관련 연구 분야를 더욱 확장시켰다.

[0003]

전형적인 삼층 유기전기 발광소자에는 정공 수송층, 발광층 및 전자 수송층을 포함한다. 상기 소자의 전자 수송
층에는 전통적으로 Alq3가 사용되는데, 피막형성력과 열 안정성은 우수하나 녹색광이 아주 강하고 전자 이동도가
비교적 낮아 대량 생산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후 TPBI, BCP, Bphen 등과 같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자
수송재료가 유기전기 발광소자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종래의 발광층 재료는 기본적으로 형광 발광재료와 인
광 발광재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종종 호스트 및 게스트 도핑 기술을 채택한다.

[0004]

CBP(4,4'-bis(9-carbazolyl)-biphenyl)는

높은

효율

및

높은 삼중항 상태 에너지 등급의 인광 호스트

재료로서, CBP를 호스트 재료로 삼을 경우 삼중항 상태 에너지가 순조롭게 인광 발광재료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
효율의 적색광과 녹색광 재료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대표성을 띄는 호스트 재료는 종종 상기 안정
성과 제조하여 획득한 수명이 짧다는 단점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0005]

비록 20년이라는 시간동안 유기전기 발광소자가 이미 큰 진보와 발전을 이루면서 유기 재료 역시 끊임없이 개선
되어 왔다. 그러나 대중화 수요에 부합하고 소자 효율이 우수하며 수명이 길고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가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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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아주 드물었다.
[0006]

플루오란텐(fluoranthene) 전기발광재료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전자 수송재료, 정공 수송재료, 발광재료로 사
용할 수 있으나, 종래의 문헌자료에서는 소자의 성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 소자의 효율과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발명은 플루오란텐을 기반으로 일련의 새로운 화합물을 발명하여 유기전
기 발광소자에 활용하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7]

본 발명은 고효율의 새로운 유기 전자수송과 인광 호스트 재료의 합성 및 소자에서의 응용에 관한 것으로서, 고
성능의 유기전기 발광소자와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8]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유기 전자재료는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Ⅱ의 화학구조식을 가지고 있다.

[0009]
[0010]

여기에서,

[0011]

상기 R1-R5 중 임의의 네 개는 수소이고, 다른 하나는 C1-C6 알케닐 알킬기(alkenyl alkyl group), C7-C24의 아
릴기(aryl group), 하나 또는 다수 개의 N, O, S에서 선택한 치환 또는 미치환의 아로마틱 링, 트리아로마틱 오
가노실릴(triaromatic

organosilyl),

디아릴아민(diarylamine),

디아로마틱

포스포로소(diaromatic

phosphoroso), 아로마틱 카르보닐(aromatic carbonyl), 아릴술포닐(arylsulfonyl)이고; 또는
[0012]

상기 R1, R3, R5는 수소이고, 상기 R2, R4는 각각 독립적으로 C1-C6 알킬기, C6-C24의 아릴기, 하나 또는 다수
개의 N, O, S에서 선택한 아로마틱 링, 트리아로마틱 오가노실릴, 디아릴아민, 디아로마틱 포스포로소, 아로마
틱 카르보닐, 아릴술포닐이고;

[0013]

상기 A는 독립적으로 C(R6)2,

N(R7), S, O, P(R8), S(O)2 또는 B(R9)를 나타내고, 상기 R6-R9는 독립적으로

수소, 네온, C1-C6 알킬기, 페닐기(phenyl group), C1-C6 알킬 페닐기, 하나 또는 다수 개의 N, O, S에서 선택
한 헤테로아릴기(heteroaryl group)를 나타내거나 상기 두 개의 상기 R6과 C 사이에 고리 형태 구조를
형성한다.
[0014]

바람직하게는 상기 R1-R5는 바람직하게는 플루오레닐기(fluorenyl group), C1-C4 알킬기 또는 페닐기 또는 나프
틸기(naphthyl group) 치환의 5원 또는 6원 헤테로사이클 아로마틱기(heterocycle aromatic group), 디페닐 아
미노(diphenyl

amino),

페닐나프탈렌

아미노(phenylnaphthalene

amino),

트리페닐

오가노실릴(triphenyl

organosilyl), 디페닐 포스핀옥시드(diphenyl phosphine oxide), 페닐 카보닐(phenyl carbonyl), 페닐 술포닐
(phenyl sulfonyl)이다.
[0015]

여기에서

상기

5원

또는

6원

헤테로사이클

아로마틱기는

카르바졸릴기(carbazolyl

group),

피리미디닐

(pyrimidinyl), 피리딜(pyridyl), 티아졸릴(thiazolyl), 트리아졸(triazole), 트리아진(triazine)이다.
[0016]

상기 플루오레닐기는 9,9-디메틸 플루오레닐(dimethyl fluorenyl), 9,9-디페닐 플루오레닐기 또는 스피로 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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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기이다.
[0017]

상기 R1, R2, R4, R5는 수소이다.

[0018]

상기 A는 우선적으로 C(R6)2, N(R7), S, O, S(O)2이고, 상기 R6-R7, 우선적으로 수소, 메틸, 페닐 또는 메틸페닐
(methylphenyl)이며, 상기 R6와 C 사이에 5원 고리형 구조를 형성한다.

[0019]

본 발명에 있어서 비교적 바람직한 화합물은 아래와 같으나 아래 내용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00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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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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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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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0027]

더욱 바람직하게는,

[00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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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또는

[0031]
[0032]

.
본 발명의 유기 전기발광소개는 기판을 포함하고, 상기 기판에 양극층을 형성하고, 상기 양극층에 순서대로 정
공 주입층, 정공 수송층, 발광층, 전자 수송층 및 전자 주입층과 음극양극을 증착한다.

[0033]

상기 발광층은 형광 발광층 또는 인광 발광층으로 나뉠 수 있다.

[0034]

본 발명의 유기 전자발광소자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화합물을 전자 수송재료로 이용하고;

[0035]

본 발명의 유기전자 발광소자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을 인광 호스트 재료로 사용하고, 게스트 재
료는 바람직하게는 유기 이리듐 화합물과 유기 플래티나 화합물이며;

[0036]

본 발명의 유기 전자발광소자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을 인광 호스트 재료를 사용하고, 상기 화합물을 전자 수송
층으로 이용한다.

발명의 효과
[0037]

본 발명의 유기전기 발광소자는 플루오란센기를 함유한 화합물을 이용하여 전자 수송재료로 삼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전자 수송과 주입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열 안정성과 피막형성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기
전기 발광소자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자의 사용수명도 연장시켜 준다. 또한, 본 발명의 유기전기 발광소
자는 플루오란센기의 화합물을 함유한 인광으로 삼는 호스트 재료이기 때문에 삼중항 상태 에너지 등급이 비교
적 높고 전자 수송 성능이 우수하여 발광층 내의 전자 수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소자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38]

도 1은 본 발명의 소자 구조도;
1

도 2는 화합물(46)의 H NMR 도면;
1

도 3은 화합물(36)의 H NMR 도면;
도 4는 화합물(46)의 DSC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9]

아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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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

실시예 1: 화합물(43) 합성

[0041]
[0042]

중간체(1-1)의 합성

[0043]

가열 플라스크에 7.5g 2-브롬-9,9-디메틸-플루오레닐, 0.15g 아이오딘화구리(cuprous iodide), 0.3g 테트라키
스(트리페닐포스파인)팔라듐(tetrakis(triphenylphosphine)palladium)을
(triethylamine)을

첨가하여

질소

가스를

주입하고,

교반하여

첨가한

후,

충분히

트리에틸아민

용해한

후,

10㎖

TMSA(trimethylsilylacetylene)를 첨가하여, 12시간 환류 반응시킨다. 용매를 감압 제거한다. 물을 첨가하고,
에테르를 이용하여 3회 추출하며, 유기상을 합병하고, 포화식염수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한 후 건조하여 추출 여
과하며, 농축하여 6.8g 제품을 획득하며 수율은 85%이다.
[0044]

중간체(1-2)의 합성

[0045]

가열 플라스크에 45㎖ 메틸알코올, 5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5g 수산화칼륨, 6.8g 중간체(1-1)을
첨가하고, 질소 가스를 주입한 후 교반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여과하여 무기염과 유기 용매를 제거하고,
여과 케이크는 메틸알코올로 재결정하여 4.2g을 획득하며 수율은 82%이다.

[0046]

중간체(1-3)의 합성

[0047]

4목(four-neck)

가열

플라스크에

84g

아세나프테온(acenaphthenone),

72.8g

1,3-디페닐아세톤

(diphenylacetone), 600㎖ 에탄올, 56g 수산화칼륨을 첨가하고, 교반하여 질소 가스를 주입하며, 2시간 환류하
여 실온에서 냉각하고, 여과한 후 여과 케이크는 에탄올로 2회 세정하여 130g 흑색 고체를 획득하며 수율은 91%
이다.
[0048]

화합물(43)의 합성

[0049]

4목 가열 플라스크에 4.2g 중간체(1-2)와 6.3g 중간체(1-3), 60㎖ 디페닐에테르(diphenyl ether)를 첨가하고,
교반하여 질소 가스를 10분간 주입하며, 12시간 동안 가열 및 환류한 후, 냉각 및 여과하고, 여과 케이크는 초
산에스테르(acetate ester)를 이용하여 가열 및 환류하며, 냉각 및 여과하여 6.5g 담황색 고체를 획득하며 수율
은 66%이다.

1

H NMR(400㎒, CD2Cl2, δ)은 7.56-7.74(m, 9Η), 7.21-7.44(m, 14Η), 7.76-7.70(m, 1Η),

1.27(s, 6Η)이다. MALDI-TOF-MS㎧ 계산값 C43H30은 546.2이고, 실측값[M+]은 54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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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실시예 2: 화합물(46)의 합성

[0051]
[0052]

중간체(2-1)의 합성

[0053]

가열 플라스크에 8.0g 중간체(2-0), 0.15g 아이오딘화구리, 0.3g 테트라키스(트리페닐포스파인)팔라듐을 첨가한
후, 트리에틸아민을 첨가하여 질소 가스를 주입하고, 교반하여 충분히 용해한 후, 10㎖ TMSA를 첨가하여 12시간
환류 반응시킨다. 용매를 감압 제거한다. 물을 첨가하고, 에테르를 이용하여 3회 추출하고 유기상을 합병하고,
포화식염수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한 후 건조하여 추출여과하고, 농축하여 6.8g 상품을 획득하며 수율은 83%이다.

[0054]

중간체(2-2)의 합성

[0055]

가열 플라스크에 45㎖ 메틸알코올, 50㎖ 디클로로메탄, 5g 수산화칼륨, 7g 중간체(2-1)을 첨가하고 질소 가스를
주입한 후 교반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여과하여 무기염과 유기 용매를 제거하고, 여과 케이크는 메틸알코
올로 재결정하여 4.0g을 획득하며 수율은 70%이다.

[0056]

화합물(46)의 합성

[0057]

4목 가열 플라스크에 4.0g 중간체(2-2)와 4.2g 중간체(1-3), 60㎖ 디페닐에테르를 첨가하고, 교반하여 질소 가
스를 10분간 주입하며, 12시간 동안 가열 및 환류한 후, 냉각 및 여과하고, 여과 케이크는 초산에스테르를 이용
1

하여 가열 및 환류하며, 냉각 및 여과하여 7.0g 담황색 고체를 획득하며 수율은 89%이다. H NMR(400㎒, CDCl3,
δ)은 7.61-7.79(m, 8Η), 7.47-7.52(m, 3Η), 7.32-7.36(m, 5Η), 7.20-7.24(m, 3Η), 7.02-7.14(m, 8Η),
6.56-6.65(m, 4Η), 6.49(s, 1H)이다. 도 2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다. MALDI-TOF-MS㎧ 계산값 C53H32은
668.3이고, 실측값[M+]은 66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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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8]

실시예 3: 화합물(35)의 합성

[0059]
[0060]

중간체(3-1)의 합성

[0061]

가열 플라스크에 7.7g 중간체(3-0), 0.15g 아이오딘화구리, 0.3g 테트라키스(트리페닐포스파인)팔라듐을 첨가한
후, 트리에틸아민을 첨가하여 질소 가스를 주입하고, 교반하여 충분히 용해한 후, 10㎖ TMSA를 첨가하여 12시간
환류 반응시킨다. 용매를 감압 제거한다. 물을 첨가하고, 에테르를 이용하여 3회 추출하며, 유기상을 합병하고,
포화식염수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한 후 건조하여 추출 여과하며, 농축하여 6.8g 상품을 획득하며 수율은
67%이다.

[0062]

중간체(3-2)의 합성

[0063]

가열 플라스크에 45㎖ 메틸알코올, 50㎖ 디클로로메탄, 5g 수산화칼륨, 5.5g 중간체(3-1)을 첨가하고, 질소 가
스를 주입한 후 교반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여과하여 무기염과 유기 용매를 제거하고, 여과 케이크는 메
틸알코올로 재결정하여 4.11g을 획득하며 수율은 95%이다.

[0064]

화합물(35)의 합성

[0065]

4목 가열 플라스크에 4.0g 중간체(3-2)와 5.5g 중간체(1-3), 60㎖ 디페닐에테르를 첨가하고, 교반하여 질소 가
스를 10분간 주입하며, 12시간 동안 가열 및 환류한 후, 냉각 및 여과하고, 여과 케이크는 초산에스테르를 이용
1

하여 가열 및 환류하며, 냉각 및 여과하여 4.5g 담황색 고체를 획득하며 수율은 49%이다. H MNR(400㎒, CD2C12,
δ)은 8.12-8.13(d, J= 7.6㎐, 2H), 7.44-7.77(m, 4H), 7.52-7.60(m, 3H), 7.25-7.45(m, 19H), 6.69-6.81(d,
J= 7.2㎐, 1H)이다. MALDI-TOF-MS㎧ 계산값 C46H29N은 595.2이고, 실측값[M+]은 59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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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6]

실시예 4: 화합물(26) 합성

[0067]
[0068]

합성공정은 실시예 1과 동일하다.

[0069]

실시예 5: 화합물(36) 합성

[0070]
[0071]

중간체(5-1)의 합성

[0072]

가열 플라스크에 9.1g 화합물(5-0), 0.15g 아이오딘화구리, 0.24g 테트라키스(트리페닐포스파인)팔라듐을 첨가
한 후, 100㎖ 트리에틸아민을 첨가하여 질소 가스를 주입하고, 교반하여 충분히 용해한 후, 10㎖ TMSA를 첨가하
여 12시간 환류 반응시킨다. 용매를 감압 제거한다. 물을 첨가하고, 에테르를 이용하여 3회 추출하며, 유기상을
합병하고, 포화식염수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한 후 건조하여 추출 여과하며, 농축하여 6.8g 상품을 획득하며 수율
은 74%이다.

[0073]

중간체(5-2)의 합성

[0074]

가열 플라스크에 45㎖ 메틸알코올, 50㎖ 디클로로메탄, 5g 수산화칼륨, 7g 중간체(2-1)을 첨가하고, 질소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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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입한 후 교반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여과하여 무기염과 유기 용매를 제거하고, 여과 케이크는 메틸
알코올로 재결정하여 5.0g을 획득하며 수율은 83%이다.
[0075]

화합물(36)의 합성

[0076]

4목 가열 플라스크에 4.8g 중간체(6-2)와 3.9g 중간체(1-3), 60㎖ 디페닐에테르를 첨가하고, 교반하여 질소 가
스를 10분간 주입하며, 12시간 동안 가열 및 환류한 후, 냉각 및 여과하고, 여과 케이크는 초산에스테르를 이용
1

하여 가열 및 환류하며, 냉각 및 여과하여 5.5g 담황색 고체를 획득하며 수율은 65%이다. H NMR(400㎒, CD2C12,
δ)은 8.14-8.16(d, J= 8.4㎐, 4H), 7.72-7.80(m, 4H), 7.54-7.69(m, 11H), 7.27-7.50(m, 16H), 6.74-6.76(d,
J= 6.8㎐, 1H)이다. 도 3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다. MALDI-TOF-MS㎧ 계산값 C59H36N2은 760.3이고, 실측값[M+]은
760.5이다.
[0077]

실시예 6

[0078]

질소 가스 보호 하에서, 20℃/min의 가열 및 냉각 속도로 DSC 방법을 이용하여 화합물(26)의 유리 전이 온도를
측정한다. 측정한 화합물(26)의 유리 전이 온도 Tg는 140℃다. 동일한 방법으로 화합물(35), 화합물(36), 화합
물(43) 및 화합물(46)의 유리 전이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0079]

비교예 1

[0080]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화합물 mCP와 BCP의 유리 전이 온도를 측정한 결과도 표 1과 같다.

[0081]

표 1
[0082]
실시예

비교예

[0083]

화합물
화합물 26
화합물
화합물
화합물
화합물
mCP
BCP

35
36
43
46

유리 전이 온도(Tg)/℃
140
132
169
90
167
55
62

표 1에 있어서, 본 발명의 화합물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호스트 재료보다 더욱 높은 유리 전이 온도
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발명은 전기발광재료의 열 안정성을 개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084]

실시예 7

[0085]

본 발명의 유기 전기발광재료를 사용하여 OLED를 제조하고, 소자의 구조는 도 1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다.

[0086]

먼저, 투명 도전 ITO유리(양극(20)이 있는 유리기판(10)을 가지고 있음)을 순서대로 세정용액, 탈이온수, 에탄
올, 아세톤, 탈이온수 순서대로 세정한다. 다시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해 30초간 처리하고, 이어서 플라즈마 처
리의 CFx를 이용해 처리한다.

[0087]

그런 다음, ITO에 5㎚ 두께의 MoO3 정공 주입층(30)을 증착한다.

[0088]

그런 다음, TAPC 증착으로 50㎚ 두께의 정공 수송총(40)을 형성한다.

[0089]

그런 다음, 정공 수송층에 10㎚ 두께의 발광층(50)을 증착하고, 여기에서 화합물(35)은 호스트 발광재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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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Flrpic으로 청색광 인광 재료를 삼는다.
[0090]

그런 다음, 발광층에 50㎚ 두께의 TmPyPb를 증착하여 전자 수송층(60)으로 삼는다.

[0091]

마지막으로, 1.2㎚ LiF를 증착하여 전자 주입층(70)과 150㎚ Al 음극으로 삼는다.

[0092]

본 발명에서 제조한 유기전기 발광소자는 4V의 구동 전압에서 전류 밀도가 0.28㎃/㎠이고 청색광을 나타낸다.

[0093]
[0094]

비교예 2

[0095]

소자 구조는 실시예 7과 동일하나 CBP를 이용하여 화합물(35)를 대체한다.

[0096]

상기 비교예에서 제조한 유기전기 발광소자는 4V의 구동 전압에서 전류 밀도가 0.17㎃/㎠이고 청색광을 나타낸
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일반적인 재료와 비교할 경우 동일한 구동 전압 하에서 높은 전류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전기발광 성질이 더욱 우수하다.

부호의 설명
[0097]

도 1에 있어서,
10: 유리기판

20: 양극

30: 정공 주입층

40: 정공 수송층

50: 발광층

60: 전자 수송층

70: 전자 주입층

80: 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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