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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요약

본 발명은 서로 독립적인 전하패스를 구비하는 다층의 발광층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

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는 절연기판상에 적층된 다수의 발광층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중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마주보는 내측면사이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제1전극과; 상기 서로 인접하는 2개

의 발광층의 양면중 외측면에 각각 형성된 다수의 제2전극과; 상기 절연기판상에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며, 상

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다수의 제2전극에 공통연결되어, 상기 다수의 발광층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구동시켜준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의 단면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의 단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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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에 있어서, 다층의 유기발광층을 구동시키는

다수의 애노드전극을 연결하는 방법을 예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의 단면구조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의 단면구조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300, 400, 500: 절연기판 310 : 박막 트랜지스터

211, 231, 331, 361, 411, 431, 511a - 511c, 531a - 531c : 애노드전극

215, 235, 335, 365, 415, 435, 515a - 515c, 535a - 535c : 유기발광층

220, 340, 421, 425, 520a - 520c : 캐소드전극

320, 350 : 평탄화막 333 : 화소분리막

345 : 분리패턴 355 : 콘택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유기박막층이 서로 독립적인 전하패스를

구비하는 적층형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FAMOLED, fi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s)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는 복수개의 화소를 구비하고, 각 화소는 EL 소자와 EL 소자를 구동

하기 위한 박막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다. EL 소자는 애노드전극과 캐소드전극사이에 각 R, G, B 유기발광층이 개재되어

애노드전극과 캐소드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R, G, B 유기발광층으로부터 빛이 발광한다. 상기 애노드전극은 각 R,

G, B 단위화소별로 서로 분리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캐소드전극은 전면전극으로 형성된다.

최근에는 다층의 유기발광층이 적층된 스택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SOLED, stacked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

가 미국특허 제5,917,280호 그리고 제5,932,895호에 개시되었다.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에서 화소영역내에 유기

발광층을 중첩시키면 단위면적당 발광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도 1은 종래의 스택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의 단면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절연기판(100)상에 다수의

발광층, 예를 들어 2개의 발광층(115), (125)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 즉, 기판(100)상에 제1발광층(115)이 제1애노드전

극(111)과 제1캐소드전극(117)사이에 형성되고, 제1발광층(115)상에는 제2애노드전극(121)과 제2캐소드전극(127)사이

에 개재된 제2발광층(125)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제1애노드전극(111), 제1발광층(115) 및 제1캐소드전극

(117)이 하나의 발광소자를 구성하고, 제2애노드전극(121), 제2발광층(125) 및 제2캐소드전극(127)이 또 하나의 발광소

자를 구성한다.

상기한 바와같은 구조를 갖는 종래의 스택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는 애노드전극, 발광층 및 캐소드전극이 순차 반복하

여 적층된 구조로서, 최상부에 형성된 캐소드전극 즉, 제2캐소드전극(127)과 최하부에 형성된 애노드전극 즉, 제1애노드

전극(111)사이에 소정의 전압이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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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극(111), (127)사이에 인가된 전압에 따라서,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이 수직의 전하패스가 형성되어 다수의 발광층

즉, 제1발광층(115)과 제2발광층(125)으로부터 광이 발광된다. 따라서, 기판상에 적층된 제1발광층(115)과 제2발광층

(125)으로부터 광이 발광되므로, 단일의 발광층을 구비하는 통상적인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발광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적층형 표시장치는 최상층에 형성된 제2캐소드전극(127)과 최하부에 형성된 제1애노드전극(111)간에 전

압을 인가하여 수직방향으로의 단일전하패스를 형성하여 주므로, 단일의 발광층을 구비하는 표시장치에 비하여 제2캐소

드전극(127)과 제1애노드전극(111)간에 2배이상의 전압을 인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두 전극사이에 2배이

상의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 소비전력이 증가하고, 상기 EL소자를 구동시켜 주기위한 박막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위면적당 발광효율을 개선시킨 적층형 액티

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독립적인 전하패스를 구비하여 구동전압이 증가되지 않는 적층형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층의 발광층을 동시에 동일한 구동전압으로 독립적으로 구동시켜 주는 적층형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절연기판상에 적층된 다수의 발광층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중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서로 마주보는 내측면사이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제1전극과; 상기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외측면에 각각 형성된 다수의 제2전극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제2전극이 서로 연결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수의 제2전극중 인접하는 2개의 제2전극사이에 절연막이 개재되어 인접하는 2개의 제2전극을 절연시켜 준다. 상

기 제1전극은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에 대하여 공통전극으로 작용하는 캐소드전극이고, 제2전극은 애노드전극이다.

상기 제1전극은 불투명전극이고, 다수의 제2전극은 투명전극으로 구성되어,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은 서로 반대방

향으로 각각 발광한다. 상기 제1전극은 투명전극이고, 다수의 제2전극중, 다수의 발광층중 최하부 발광층의 하부에 형성

된 제2전극만이 불투명전극이고 그이외의 제2전극은 모두 투명전극으로 구성되어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이 모두 전면으

로 발광한다.

또한, 상기 제1전극은 투명전극이고, 다수의 제2전극중, 다수의 발광층중 최상부 발광층상에 형성된 제2전극만이 불투명

전극이고 그이외의 제2전극은 모두 투명전극으로 구성되어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이 배면으로 모두 발광한다. 상기 제1

전극이 투명전극이고, 상기 다수의 제2전극이 모두 투명전극으로 구성되어,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이 모두 양면으로

발광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절연기판상에 적층된 다수의 발광층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중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마주

보는 내측면사이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제1전극과; 상기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외측면에 각각 형성

된 다수의 제2전극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발광층은 서로 독립적인 전하패스를 구비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

광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절연기판상에 적층된 다수의 발광층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중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마주

보는 내측면사이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제1전극과; 상기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외측면에 각각 형성

된 다수의 제2전극과; 상기 절연기판상에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다수의 제2

전극에 공통연결되어, 상기 다수의 발광층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구동시키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를 제

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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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절연기판상에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와;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절연기판상에 형성되며,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제1콘택홀을 구비하는 제1절연막과; 상기 제1콘택홀을 통해 상기 박막 트랜지스

터에 연결되는 제1전극과; 상기 제1전극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제1개구부를 구비한 제2절연막과; 상기 제1개구부내의

상기 제1전극상에 형성된 제1발광층과; 기판전면에 형성되어 분리패턴을 구비하는 제2전극과; 상기 제2절연막상에 형성

되어 상기 제1발광층에 대응하는 부분의 제2전극이 노출시키는 제2개구부와 상기 분리패턴에 대응하는 부분의 제1전극

을 노출시키는 제2콘택홀을 구비하는 제3절연막과; 상기 제2개구부내의 제2전극상에 형성된 제2발광층과; 상기 제2콘택

홀을 통해 제1전극에 연결되도록 상기 제3절연막상에 형성된 제3전극을 구비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

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 및 제3절연막은 평탄화막이고, 제2절연막은 화소분리막이며, 상기 분리패턴은 홈형태 또는 스트라이프형태의

음각패턴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절연기판상에 적층된 다수의 발광층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의 일측면에 각각 형성된 다수의 제1전극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의 타측면에 각각 형성된 다수의 제2전극과; 서로 인접한 제1 및 제2전극사이에 형성된 절연막을 구비

하며, 상기 다수의 제1전극은 서로 연결되어 제1전압이 인가되고 상기 다수의 제2전극은 서로 연결되어 제2전압이 인가되

어, 제1전극과 제2전극사이에 연결된 각 발광층은 서로 독립적인 전하패스를 구비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

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의 단면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하나의 적층형 유기

전계 발광소자의 단면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절연기판(200)상에 다수의 발광층, 예를 들어 2개의 발광층(215), (235)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가 형성된다. 즉, 2개의 발광층(215), (235)의 일측면사이에 공통전극으로서 캐소드전극(220)이 형성

된다. 2개의 발광층(215), (235)의 타측면상에는 각각 애노드전극(211), (231)이 형성된다. 제1 및 제2애노드전극(211),

(231)은 서로 연결되어 동일레벨의 애노드전압이 동시에 인가된다. 제1 및 제2애노드전극(211), (231)과 캐소드전극

(340)사이에는 소정의 전압이 인가된다.

따라서, 순차 적층된 제1애노드전극(211), 제1발광층(215) 및 캐소드전극(220)이 하나의 발광소자를 구성하고, 순차 적

층된 캐소드전극(220), 제2발광층(235) 및 제2애노드전극(211)이 또 하나의 발광소자를 구성한다.

상기한 바와같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적층형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는 캐소드전극(220)을 공통전극

으로 하여, 캐소드전극(220)과 그하부의 제1애노드전극(211)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고, 이와 동시에 캐소드전극(220)과

그 상부의 제2애노드전극(231)에 상기 소정의 전압을 동시에 인가한다.

그러므로, 캐소드전극(220)과 제1애노드전극(211)사이에 형성된 제1발광층(215)과 캐소드전극(220)과 제2애노드전극

(231)사이에 형성된 제2발광층(235)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구동되므로, 도 2의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같이 제1 및 제2발광

층(215)과 (235)은 서로 다른 2개의 전하패스를 각각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적층된 제1발광층(215)과 제2발광층(235)을 동일레벨의 전압으로 독립적으로 구동시켜 줌으로써, 단일의 발광층

을 구비하는 통상적인 표시장치에 비하여 구동전압의 증가없이 단위면적당 발광효율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상기 캐소드전극(220)을 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제1애노드전극(211)을 불투명전극, 제2애노

드전극(235)을 투명전극으로 각각 형성하면, 적층형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는 제1 및 제2발광층(215),

(235)으로부터 광이 기판(200)과 반대방향으로 발광되는 전면발광구조를 갖는다.

상기 캐소드전극(220)을 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제1애노드전극(211)을 투명전극, 제2애노드전극(235)을 불투명전극으

로 각각 형성하면, 제1 및 제2발광층(215), (235)으로부터 광이 기판(200)으로 발광되는 배면발광구조를 갖는다.

또한, 상기 캐소드전극(220)을 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제1 및 제2애노드전극(211), (231)을 모두 투명전극으로 형성하

면, 제1 및 제2발광층(215), (235)으로부터 광이 기판방향 그리고 기판과 반대방향으로 발광되는 양면발광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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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캐소드전극(220)을 불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제1 및 제2애노드전극(211), (231)을 모두 투명전극으로 형성

하면, 서로 반대방향으로 발광되는 구조를 갖는다. 즉, 제1발광층(215)으로부터 광이 기판방향으로 발광되고, 제2발광층

(235)으로부터 광이 기판과 반대방향으로 발광되는 구조를 갖는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에 있어서, 다수의 발광층을 동시에 구동하기 위하여

다수의 애노드전극을 하나의 박막 트랜지스터에 연결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박막 트랜지스터(310)가 형성된 절연기판(300)상에 평탄화막(320)을 형성하고, 상기 평탄화막(320)을

식각하여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310)의 일부분, 예를 들어 박막 트랜지스터(310)의 소오스/드레인 전극중 드레인전극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비어홀(325)을 형성한다.

기판전면에 애노드전극물질을 증착한 다음 패터닝하여 상기 비어홀(325)을 통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310)의 드레인전

극에 연결되는 제1애노드전극(331)을 형성한다. 제1애노드전극(331)을 포함한 평탄화막(320)상에 통상적인 공정으로 상

기 제1애노드전극(331)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개구부(334)를 구비하는 화소분리막(333)을 형성한다.

상기 개구부(334)내의 제1애노드전극(331)상에 제1유기발광층(335)을 형성한다. 기판전면에 캐소드전극물질을 증착하

여 캐소드전극(340)을 형성한 다음, 상기 캐소드전극(340)의 소정부분, 예를 들어 상기 제1애노드전극(331)에 대응하는

부분을 식각하여 분리패턴(345)을 형성한다.

기판상에 평탄화막(350)을 형성한 다음, 상기 평탄화막(350)을 식각하여 상기 제1유기발광층(335)상부의 캐소드전극

(340)을 노출시키는 개구부(354)를 형성한다. 이와 동시에 상기 평탄화막(350)과 화소분리막(333)을 식각하여 상기 제1

애노드전극(331)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콘택홀(355)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콘택홀(355)은 상기 캐소드전극(340)의 분

리패턴(345)내에 상기 분리패턴(345)보다 작은 폭을 갖도록 형성된다.

기판상에 애노드전극물질을 증착한 다음 식각하여 상기 콘택홀(355)을 통해 상기 제1애노드전극(331)과 전기적으로 연결

되는 제2애노드전극(361)을 형성한다. 제2애노드전극(361)은 상기 분리패턴(345)보다 작은 폭을 갖도록 형성된 콘택홀

(355)을 통해 제1애노드전극(331)과 연결되어지므로, 상기 분리패턴(345)에 의해 제2애노드전극(361)과 캐소드전극

(340)은 전기적으로 서로 분리된다.

상기 분리패턴(345)은 전면전극형태로 형성된 캐소드전극(340)에 홈 형태 또는 스트라이프형태의 음각패턴으로 형성되

어 제2애노드전극(361)이 캐소드전극(340)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의 단면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절연기판(400)상에 다수의 발광층, 예를 들어 2개의 발광층(415), (435)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가 형성된다. 즉, 2개의 발광층(415), (435)중 제1발광층(415)은 제1애노드전극(411)과 제1캐소드전

극(421)사이에 형성되고, 제2발광층(435)은 제2애노드전극(431)과 제2캐소드전극(425)사이에 형성된다. 제1 및 제2애

노드전극(411), (431)은 서로 연결되어 동일레벨의 애노드전압이 동시에 인가되고 제1 및 제2캐소드전극(421), (425)은

서로 연결되어 동일레벨의 캐소드전압이 동시에 인가된다. 그러므로, 제1 및 제2발광층(415), (435)의 양측면에 형성된

애노드전극과 캐소드전극(411, 421), (431, 425)사이에는 소정의 전압이 인가된다.

따라서, 순차 적층된 제1애노드전극(411), 제1발광층(415) 및 제1캐소드전극(421)이 하나의 발광소자를 구성하고, 순차

적층된 제2애노드 전극(431), 제2발광층(435) 및 제2캐소드전극(421)이 또 하나의 발광소자를 구성한다. 이때, 이들 적층

된 발광소자는 투명한 절연막(440)에 의해 서로 분리된다.

제2실시예에 따른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는 제1애노드전극(411)과 제1캐소드전극(421) 그리고 제2애노드전극

(431)과 제2캐소드전극(425)사이에 동일한 전압을 동시에 인가하므로, 제1발광층(415)와 제2발광층(435)은 서로 독립적

으로 동일한 전압에 의해 각각 구동된다.

그러므로, 제1캐소드전극(421)과 제1애노드전극(411)사이에 형성된 제1발광층(415)과 제2캐소드전극(425)과 제2애노

드전극(431)사이에 형성된 제2발광층(435)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구동되므로, 도 2에 도시된 제1실시예에서와 같이 제1

및 제2발광층(415)과 (435)은 서로 다른 2개의 전하패스를 각각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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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층된 제1발광층(415)과 제2발광층(435)을 동일레벨의 전압으로 독립적으로 구동시켜 줌으로써, 단일의 발광층

을 구비하는 통상적인 표시장치에 비하여 구동전압의 증가없이 단위면적당 발광효율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경우에도, 상기 제1캐소드전극(421)과 제2캐소드전극(425)을 각각 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제1

애노드전극(411)을 불투명전극, 제2애노드전극(435)을 투명전극으로 각각 형성하면, 적층형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는 제1 및 제2발광층(415), (435)으로부터 광이 기판(400)과 반대방향으로 발광되는 전면발광구조를 갖는

다.

상기 제1 및 제2캐소드전극(421, 425)을 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제1애노드전극(411)을 투명전극, 제2애노드전극(435)

을 불투명전극으로 각각 형성하면, 제1 및 제2발광층(415), (435)으로부터 광이 기판(400)으로 발광되는 배면발광구조를

갖는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캐소드전극(421, 425)을 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제1 및 제2애노드전극(411), (431)을 모두 투명전

극으로 형성하면, 제1 및 제2발광층(415), (435)으로부터 광이 기판방향 그리고 기판과 반대방향으로 발광되는 양면발광

구조를 갖는다.

한편, 상기 제1캐소드전극(421)과 제1애노드전극(431)을 불투명전극으로 형성하고, 제1애노드전극(411)과 제2캐소드전

극(435)을 모두 투명전극으로 형성하면, 서로 반대방향으로 발광되는 구조를 갖는다. 즉, 제1발광층(415)으로부터 광이

기판으로부터 발광되고, 제2발광층(435)으로부터 광이 기판과 반대방향으로 발광되는 구조를 갖는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의 단면구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

소자가 3층으로 적층된 것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절연기판(500)상에 3개의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가 적층 형성된다. 각각의 유기전계 발광소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은 적층구조를 갖으며,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는 그들사이에 절연막을 개재하여 독립적으로 구동가

능하도록 형성된다.

즉, 애노드전극(511a), 발광층(515a), 캐소드전극(520a), 발광층(535a) 및 애노드전극(531a)를 구비한 제1적층형 유기전

계 발광소자가 기판(500)상에 형성된다. 애노드전극(511b), 발광층(515b), 캐소드전극(520b), 발광층(535b) 및 애노드

전극(531b)를 구비한 제2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가 제1절연막(540a)상에 형성된다. 또한, 애노드전극(511c), 발광층

(515c), 캐소드전극(520c), 발광층(535c) 및 애노드전극(531c)를 구비한 제3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가 제2절연막

(540b)상에 형성된다.

제3실시예에 따른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는 애노드전극(511a, 531a)

, (511b, 531b), (511c, 531c)은 도 2에서와 같이 각각 서로 연결되어 소정의 애노드전압이 동시에 각각 인가되고, 캐소드

전극(520a, 520b, 520c)은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캐소드전압이 공통적으로 인가된다. 각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에서

애노드전극(511a, 531a), (511b, 531b), (511c, 531c)은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은 형태로 연결되어진다. 따라서, 각각의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는 서로 독립적인 패스를 갖게 된다.

제3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는 애노드전극(511a, 531a), (511b, 531b), (511c, 531c)은 도 2

에서와 같이 연결되어 동시에 동일한 애노드전압이 인가되거나, 각각 서로 다른 애노드전압이 인가될 수 도 있으며, 캐소

드전압(520a), (520b), (520c)에 각각 서로 다른 캐소드전압을 인가하거나 또는 동시에 동일한 캐소드전압을 인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소자의 발광층(515a, 535a), (515b, 535b), (515c, 535c)을 동일한 색을 구현하

거나 또는 R, G, B 색을 각각 구현하는 경우에 발광효율을 증가시키고 R, G, B 색상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제3실시예에서도, 애노드전극과 캐소드전극을 투명전극 또는 불투명전극으로 형성함에 따라 제1 및 제2실시예에서와 같

이 발광층으로부터 광이 발광되는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제1실시예에서와 같은 형태로 박막 트랜지스터에 연결

시켜 줄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절연막에 의해 분리되는 각 적층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가 2개의 발광층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것으로 예시하였으나, 다층의 발광층이 적층되는 구조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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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캐소드전극에 음각형태의 분리패턴을 형성하여 애노드전극과의 전기적인 연결을 방지하였으나,

상기 캐소드전극과 애노드전극을 전기적으로 분리시켜주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애노드전극 그리고 캐

소드전극이 단일막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예시하였으나, 전극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층막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는 다층의 발광층이 서로 독립적인 전하패스를 갖도록

애노드전극을 서로 연결구성 함으로써, 구동전압의 증가없이 단위면적당 발광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상에 적층된 다수의 발광층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중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서로 마주보는 내측면사이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제1

전극과;

상기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외측면에 각각 형성된 다수의 제2전극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제2전극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에 대하여 공통전극으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

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캐소드전극으로 작용하며, 제2전극은 애노드전극으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

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불투명전극이고, 다수의 제2전극은 투명전극으로 구성되어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

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각각 발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투명전극이고, 다수의 제2전극중, 다수의 발광층중 최하부 발광층의 하부에 형성된 제2

전극만이 불투명전극이고 그이외의 제2전극은 모두 투명전극으로 구성되어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이 모두 전면으로 발광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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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투명전극이고, 다수의 제2전극중, 다수의 발광층중 최상부 발광층상에 형성된 제2전극만

이 불투명전극이고 그이외의 제2전극은 모두 투명전극으로 구성되어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이 모두 배면으로 발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이 투명전극이고, 다수의 제2전극이 모두 투명전극으로 구성되어,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

광층이 모두 양면으로 발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제2전극중 인접하는 2개의 제2전극사이에 절연막이 개재되어 인접하는 2개의 제2전극을 절

연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9.

기판상에 적층된 다수의 발광층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중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마주보는 내측면사이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제1전극

과;

상기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외측면에 각각 형성된 다수의 제2전극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발광층은 서로 독립적인 전하패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에 대하여 공통전극으로 작용하는 캐소드전극이고, 다수의

제2전극은 각 발광층에 대하여 애노드전극으로 작용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1.

제9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제2전극은 서로 연결되어 동일레벨의 전압이 인가되고, 각 발광층은 제1 및 제2전극에 인가되

는 전압에 따라 독립적으로 동시에 구동되어 발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2.

기판상에 적층된 다수의 발광층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중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마주보는 내측면사이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제1전극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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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로 인접하는 2개의 발광층의 양면중 외측면에 각각 형성된 다수의 제2전극과;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다수의 제2전극에 공통연결되어, 상기 다수의 발광층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구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3.

기판상에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와;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기판상에 형성되며,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제1콘택홀을 구비하는

제1절연막과;

상기 제1콘택홀을 통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연결되는 제1전극과;

상기 제1전극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제1개구부를 구비한 제2절연막과;

상기 제1개구부내의 상기 제1전극상에 형성된 제1발광층과;

상기 기판전면에 형성되어 분리패턴을 구비하는 제2전극과;

제2절연막상에 형성되어, 상기 제1개구부에 대응하는 부분의 제2전극을 노출시키는 제2개구부와, 상기 분리패턴에 대응

하는 부분의 제1전극을 노출시키는 제2콘택홀을 구비하는 제3절연막과;

상기 제2전극의 노출된 부분에 형성된 제2발광층과;

상기 제2콘택홀을 통해 제1전극에 연결되도록 상기 제3절연막상에 형성된 제3전극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

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상기 제1 및 제2발광층에 대하여 공통전극으로 작용하는 캐소드전극이고, 제2 및 제3

전극은 동일레벨의 전압이 공통적으로 인가되는 애노드전극으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절연막은 평탄화막이고, 제2절연막은 화소분리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

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패턴은 홈형태 또는 스트라이프형태의 음각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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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상에 적층된 다수의 발광층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의 일측면에 각각 형성된 다수의 제1전극과;

상기 다수의 발광층의 타측면에 각각 형성된 다수의 제2전극과;

서로 인접한 제1 및 제2전극사이에 형성된 절연막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제1전극은 서로 연결되어 제1전압이 인가되고 상기 다수의 제2전극은 서로 연결되어 제2전압이 인가되어, 제

1전극과 제2전극사이에 연결된 각 발광층은 서로 독립적인 전하패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유

기전계 발광표시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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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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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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