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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외부전원이 연결된 음극,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고 발광층을 포함하는 2 이상

의 발광부, 및 이 발광부들 사이에 위치하는 내부 전극을 포함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있어서, 상기 내부 전극은 일함

수가 4.5 eV 이하인 금속, 이의 합금 및 이의 산화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단일층 내부 전극이고, 상

기 발광부들은 각각 이 발광부에 포함되어 있는 발광층과 이 발광부가 접하는 전극 중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방향의 전

극 사이에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이 함유된 유기물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와,

이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외부전원이 연결된 음극,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고 발광층을 포함하는 2 이상의 발광부,

및 이 발광부들 사이에 위치하는 내부 전극을 포함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있어서,

상기 내부 전극은 일함수가 4.5 eV 이하인 금속, 이의 합금 및 이의 산화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단

일층 내부 전극이고,

상기 발광부들은 각각 이 발광부에 포함되어 있는 발광층과 이 발광부가 접하는 전극 중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방향의

전극 사이에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이 함유된 유기물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은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

[화학식 1]

상기 식에 있어서,

R1~R6는 각각 수소, 할로겐원자, 니트릴(-CN), 니트로(-NO2), 술포닐(-SO2R), 술폭사이드(-SOR), 술폰아미드(-

SO2NR2), 술포네이트(-SO3R), 트리플루오로메틸(-CF3), 에스테르(-COOR), 아미드(-CONHR 또는 -CONRR'), 치환 또

는 비치환의 직쇄 또는 분지쇄의 C1-C12 알콕시, 치환 또는 비치환의 직쇄 또는 분지쇄 C1-C12의 알킬, 치환 또는 비치환

의 방향족 또는 비방향족의 이형고리, 치환 또는 비치환의 아릴, 치환 또는 비치환의 모노- 또는 디-아릴아민, 및 치환 또

는 비치환의 아랄킬아민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며, 상기 R 및 R'는 각각 치환 또는 비치환의 C1-C60의 알킬, 치환 또는

비치환의 아릴, 치환 또는 비치환의 5-7원 이형고리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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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1 중 R1 내지 R6는 모두 -C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은 2,3,5,6-테트라플루오로-7,7,8,8-테트라시아노퀴노디메탄,

불화 3,4,9,10-페릴렌테트라카르복실릭 디안하이드라이드(PTCDA), 시아노 PTCDA, 나프탈렌테트라카르복실릭 디안하

이드라이드(NTCDA), 불화 NTCDA, 시아노 NTCDA 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전극은 알루미늄(Al, 4.28 eV), 은(Ag, 4.26 eV), 아연(Zn, 4.33 eV) 니오븀(Nb, 4.3 eV), 지

르코늄(Zr, 4.05 eV), 주석(Sn, 4.42 eV), 탄탈륨(Ta, 4.25 eV), 바나듐(V, 4.3 ev), 수은(Hg, 4.49 eV), 갈륨(Ga, 4.2

eV), 인듐(In, 4.12 eV), 카드뮴(Cd, 4.22 eV), 붕소(B, 4.4 eV) 하프늄(Hf, 3.9 eV) 란타늄(La, 3.5 eV), 티타늄(Ti, 4.3

eV), 칼슘(Ca, 2.87 eV), 마그네슘(Mg, 3.66 eV), 리튬(Li, 2.9eV), 나트륨(Na, 2.75eV), 칼륨(K, 2.3eV), 세슘(Cs,

2.14eV) 및 이들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적층된 발광부들이 각각 적, 녹, 청 또는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색의 발광 중심 스펙트럼을 가짐으로

써 상기 적층 유기 발광 소자는 백색을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적층된 발광부들 사이에 단일층의 내부 전극을 포함

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관한 것이다.

유기 발광 소자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유기 발광 소자는 통상 외부 전력을 소자에 인가

하기 위한 두 개의 반대 전극(양극, 음극)과, 이 전극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정공과 전자가 재결합할 때 가시 영역 파장

의 빛을 발광하는 특성을 가지는 유기물층을 포함하는 구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구성의 유기 발광 소자에 순방향 전계를

인가하면, 양극과 음극으로부터 각각 정공과 전자가 유기물층으로 주입되고, 상기 유기물층에서 정공과 전자가 결합되어

엑시톤(exiton)이 형성되며 이 엑시톤이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상기와 같은 구성의 유기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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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에서 전극으로부터 유기 발광층으로 정공과 전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주입 및 전달하기 위하여 상기 유기물층에 다층

의 유기물층 구조를 사용하는 기술(Applied Physics Letters, vol. 51, no. 12, pp. 913-915, 1987)이 적용되고 있다. 이

와 같은 기술에 의하여 유기 발광 소자의 구동 전압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동시에 소자의 발광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재 유기 발광 소자에서 높은 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소자에

전계를 인가하여 얻어지는 전류 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높은 전류 밀도는 열 등에 대한 안정성이 낮은

유기물층 물질 및 유기 발광 소자의 박막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소자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낮은 전류 밀도에서 높은 휘도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낮은 전류 밀도에서 높은 휘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정공과 전자의 재결합에 의한 엑

시톤(exiton)의 발생 효율 및/또는 엑시톤이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광자의 발생 효율이 보다 높은 유기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양극, 음극, 및 양극과 음극으로부터 정공과 전자를 주입 받아 발광할 수 있는 발광층을 포함하

는 발광부로 구성된 유기 발광 소자 유닛을 2개 이상 직렬로 적층하는 방법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와 같이 2 이상의 유기

발광 소자 유닛들이 적층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유기 발광 소자를 '적층 유기 발광 소자'라고 한다. 상기 발광부는 필요에

따라 정공 주입층, 정공 수송층, 발광층, 전자 수송층 등을 포함하는 다층의 유기물층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종래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제 특허 출원 공개 WO95/06400에는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을 발광할 수 있는 개별 유기 발광 소자 유닛들이 적층되어 있

어 원하는 색의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서는 각각의 유기 발

광 소자 유닛들이 두 개의 전극과 이 전극 사이에 위치하는 발광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유기 발광 소자 유닛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발광 구동할 수 있도록 상기 전극들이 모두 외부 전원에 인가되어 있다.

또한, 국제 특허 출원 공개 WO99/03158에는 동일한 파장의 빛을 발광할 수 있는 개별 유기 발광 소자 유닛들이 적층되어

있어 휘도가 향상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 적층 유기 발광 소자는 구조면에서는

상기 국제 특허 출원 공개 WO95/06400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와 유사하나, 외부 전원이 전체 소자의 양쪽 끝, 즉 외부 전

극에만 인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내부 전극은 외부 전원과는 단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전술한 적층 유기 발광 소자들에서는 적층된 유기 발광 소자 유닛들 사이에 위치하는 전극, 즉 내부 전극을 구성함에 있어

서, 주로 내부 양전극으로는 인듐 주석 산화물 또는 Au와 같은 일함수가 큰 전도성 박막 전극을 사용하고, 내부 음전극으

로는 Al(4.28 eV), Ag(4.26 eV) 또는 Ca(2.87 eV) 와 같은 금속 박막 전극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적층 유기 발광 소자

들에서는 유기 발광 소자 유닛들 사이에 2층의 내부 전극, 즉 내부 양전극과 내부 음전극이 접촉되어 있게 된다. 도 1에는

이와 같이 유기 발광 소자 유닛들 사이에 2층의 내부 전극이 접촉되어 있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구조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서는 전자 주입이 가능한 금속 박막(내부 음전극) 위에 인듐주석 산화물

계열의 투명 산화막 전극(내부 양전극)을 형성할 때 이들 박막 간의 물리적 접착력이 좋지 않아서 효과적인 전극 구성이 쉽

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내부 양전극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듐주석 산화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물질의 특성상 스퍼

터(sputter) 공정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스퍼터 공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발법

(evaporation)을 이용하는 경우(< 1 eV)에 비하여 매우 높은(< KeV) 문제가 있다. 따라서, 스퍼터 공정에 의하여 인듐주

석산화물로 내부 양전극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유기 반도체 박막에 심한 물리적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86,no. 8, pp. 4607-4612, 1999).

한편, 유럽 특허 출원 공개 1351558A1에는 적층된 발광부들 사이에 2층의 내부 전극이 접촉되어 있지 않고, 비저항이

105 Ωcm 이상인 단일 부도체 박막으로 구성된 단일층의 내부 전극을 포함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가 기재되어 있다. 상

기 단일 부도체 박막은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전계가 가해지면 정공과 전자를 동시에 발생시켜 이들을 각각 정공 수송층

과 전자 수송층으로 주입할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상기 단일 부도체 박막의 구성 물질이 고가

이고 단일 부도체 박막의 형성 공정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당 기술 분야에서는 적층된 발광부 사이에 2층의 내부 전극을 포함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제작 공정이

용이한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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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자들은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외부전원이 연결된 음극,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고 발광층을 포함하는 2

이상의 발광부, 및 이 발광부들 사이에 위치하는 내부 전극을 포함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있어서, 상기 각 발광부 중

이 발광부에 포함되어 있는 발광층과 이 발광부가 접하는 내부 전극 중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방향의 내부 전극 사이에,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을 포함하는 층을 형성시키는 경우, 상기 내부 전극을 일함수가 4.5 eV 이하인 금속, 이

의 합금 또는 이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단일층의 내부 전극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에 본 발명은 적층된 발광부들 사이에 단일층의 내부 전극을 포함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외부전원이 연결된 음극,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고 발광층을 포함하는 2 이상

의 발광부, 및 이 발광부들 사이에 위치하는 내부 전극을 포함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있어서,

상기 내부 전극은 일함수가 4.5 eV 이하인 금속, 이의 합금 및 이의 산화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단

일층 내부 전극이고,

상기 발광부들은 각각 이 발광부에 포함되어 있는 발광층과 이 발광부가 접하는 전극 중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방향의

전극 사이에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이 함유된 유기물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는 도 2에 예시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광부란 통상의 단일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에 있어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양극과 음극으로부터 각각

정공과 전자를 주입 받아 발광할 수 있는 발광층을 포함하는 유기물층 단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전극과 발광부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소자 유닛과는 구별된다. 상기 발광부는 발광층 역할을 하는 단층의 유기물층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나, 정공 주

입층, 정공 수송층, 발광층, 전자 수송층 등을 포함하는 다층의 유기물층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내부 전극이란 적층 유기 발광 소자 내에 적층된 개별 발광부들 사이에 위치하는 전극을 의미하며, 이것은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최외각에 위치하는 외부 전극과 구별된다.

적층 유기 발광 소자란 단일 유기 발광 소자 유닛들이 적층되어 있는 구조로서,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외부전원이 연결

된 음극,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고 발광층을 포함하는 2 이상의 발광부, 및 적층된 발광부들 사이에 내부 전극을 포

함하는 형태의 유기 발광 소자를 의미한다.

한편, HOMO 는 최고 점유 분자 오비탈(the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을 의미하고, LUMO는 최저 비점유 분

자 오비탈(the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종래 기술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적층된 발광부들 사이에 2층의 내부 전극, 즉 내부 양전극과 내

부 음전극이 접촉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종래의 유기 발광 소자에서는 내부 양전극 물질로서는 통상 정

공 주입을 위하여 일함수가 비교적 큰 물질이 사용되었고 내부 음전극 물질로서 통상 전자 주입을 위하여 일함수가 비교적

작은 물질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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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적층되어 있는 각각의 발광부가 이 발광부에 포함되어 있는 발광층과 이 발

광부가 접하는 전극 중 외부 양극 방향의 전극 사이에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을 함유하는 유기물층을 형성하는

경우 내부 전극으로서 일함수가 비교적 작은, 예컨대 일함수가 4.5 eV 이하인 금속, 이의 합금 및 이의 산화물로 구성된 군

에서 선택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단일층의 내부 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도 3을 참조하여 그 작용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 전자친화도란 진공 준위와 LUMO의 에너지 준위의 차를 의미하며, 여기서 LUMO 에너지 준위는 이온화 포텐

셜(ionization potential)의 측정을 통하여 HOMO 에너지 준위를 찾아낸 후, 이 HOMO 에너지 준위에 옵티컬 밴드 갭

(optical band gap)을 더해줌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을 이용하여 발광부에 포함되어 있는 발광층과 이 발광부가 접하는 전극 중 외부전원이

연결된 양극 방향쪽의 전극 사이에 유기물층을 형성하는 경우, 이 유기물층의 LUMO 에너지 준위는 발광부 내에서 인접하

는 정공수송층 또는 발광층의 HOMO 에너지 준위와 큰 차이가 없으며(현존하는 대부분의 정공 수송층의 HOMO 준위는

5.0-6.0 eV.임), 또한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층은 전자 친화도가 매우 강하여 인접하는 정공수송층 또는 발광

층의 HOMO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쉽게 상기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층으로 넘어 올 수 있다. 이때, 정공

수송층 또는 발광층의 HOMO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방출되면 전자가 방출된 그 자리 즉 HOMO 에너지 준위에 정공

이 형성되고, 필요한 경우 상기 HOMO 에너지 준위의 정공은 발광층까지 HOMO 에너지 준위를 통하여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은 종래 양극 및/또는 정공 주입층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상기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 층의 LUMO 에너지 준위로 이동된 전자는 분자 사이를 이동할 수 있고 전기전도가 가능하므로, 외부전

원이 연결된 외부 양극과 외부 음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외부 양극쪽 방향의 인접한 전극으로 이동된다.

여기서, 전자친화도를 4eV 이상으로 수치한정한 이유는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층에 인접한 정공 수송층 또는

발광층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오는 동시에 정공을 주입하기 위하여 또한 금속 내부 전극으로 전자 주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

전자 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은 전자 친화도가 크면서 동시에 전자의 이동도가 큰 물질이 바람직하다. 이동도

(carrier mobility)가 크면 소자의 문턱 전압 및 구동 전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작용 원리에 의하여 발광부 중 이 발광부에 포함되어 있는 발광층과 이 발광부가 접하는 전극 중 외부 양극 방

향의 전극 사이에 위치하는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층이 양극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서는 발광부들 사이에 별도의 내부 양전극을 형성하지 않고, 종래에 주로 유기 발광 소자의 음극 물질로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즉 외부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유기 발광 소자의 유기물층으로 전자를 주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 일함수가 4.5 eV 이하인 금속, 이의 합금 또는 이의 산화물을 가지고 단일층의 내부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의 구체적인 예로는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이 있다.

화학식 1

상기 식에 있어서,

R1~R6는 각각 수소, 할로겐원자, 니트릴(-CN), 니트로(-NO2), 술포닐(-SO2R), 술폭사이드(-SOR), 술폰아미드(-

SO2NR2), 술포네이트(-SO3R), 트리플루오로메틸(-CF3), 에스테르(-COOR), 아미드(-CONHR 또는 -CONRR'), 치환 또

는 비치환의 직쇄 또는 분지쇄의 C1-C12 알콕시, 치환 또는 비치환의 직쇄 또는 분지쇄 C1-C12의 알킬, 치환 또는 비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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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족 또는 비방향족의 이형고리, 치환 또는 비치환의 아릴, 치환 또는 비치환의 모노- 또는 디-아릴아민, 및 치환 또

는 비치환의 아랄킬아민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며, 상기 R 및 R'는 각각 치환 또는 비치환의 C1-C60의 알킬, 치환 또는

비치환의 아릴, 치환 또는 비치환의 5-7원 이형고리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다.

상기 R 및 R' 에 있어서, 상기 C1-C60의 알킬, 아릴 및 이형고리는 각각 하나 이상의 아민, 아미드, 에테르 및 에스테르기

중에서 선택되는 1 이상의 임의의 기로 치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식 중 아릴은 페닐, 비페닐, 터페닐, 벤질, 나프틸, 안트라세닐, 테트라세닐, 펜타세닐, 페릴레닐 및 코로네닐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될 수 있으며, 이들은 단일 또는 다중 치환 또는 비치환될 수 있다.

R1~R6에 전자 withdrawing function group {수소, 할로겐원자, 니트릴(-CN), 니트로(-NO2), 술포닐(-SO2R), 술폭사이

드(-SOR), 술폰아미드(-SO2NR2), 술포네이트(-SO3R), 트리플루오로메틸(-CF3), 에스테르(-COOR), 아미드(-CONHR

또는 -CONRR') 등}을 붙이게 되면, 전자가 화학식 1의 core 구조의 π-orbital에 들어 왔을 때 전자를 이 function group

들이 끌어 당겨서 안정화시킴으로써(즉, re-localization 시킴으로써), 전자 친화도가 커질 수 있다(즉, LUMO level이 내

려감).

본 발명에서는 상기 식에 있어서 R1 내지 R6가 모두 -CN인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화학식 1의 화합물의 구체적인 예 및 합성 방법 등은 한국 특허 출원 10-2003-87159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문헌의

내용은 모두 본 명세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상기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의 또다른 구체적인 예로는 2,3,5,6-테트라플루오로-7,7,8,8-테트라시아노퀴노

디메탄(F4TCNQ, LUMO 에너지준위=5.24 eV), 불화 3,4,9,10-페릴렌테트라카르복실릭 디안하이드라이드(PTCDA), 시

아노 PTCDA, 나프탈렌테트라카르복실릭 디안하이드라이드(NTCDA), 불화 NTCDA, 시아노 NTCDA 등이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단일층 내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물질로는 일함수가 비교적 작은, 예컨대 일함수가 4.5 eV 이하, 바람

직하게는 4.3 eV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5 eV 내지 4.3 eV 인 금속, 이의 합금 및 이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

택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질은 비교적 낮은 일함수로 인하여 유기 발광 소자의 음극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자 주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단일층 내부 전극 물질로서 사용되는 일함수가 4.5 eV 이하인 금속은 열에 의하여 용융되는 물질이므

로, 내부 전극 형성시 열 증발법(thermal evaporation)을 사용함으로써 스퍼터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자의 물

리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공정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점이 있다. 일함수가 4.5 eV 이하인 합금이나 산화물

의 경우는 열 증발법 사용이 가능한 물질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때, 용융점이 높은 경우는 e-beam

evaporation or sputter 공정을 사용한다.

단일층 내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금속의 구체적인 예로는 알루미늄(Al, 4.28 eV), 은(Ag, 4.26 eV), 아연(Zn, 4.33 eV)

니오븀(Nb, 4.3 eV), 지르코늄(Zr, 4.05 eV), 주석(Sn, 4.42 eV), 탄탈륨(Ta, 4.25 eV), 바나듐(V, 4.3 ev), 수은(Hg,

4.49 eV), 갈륨(Ga, 4.2 eV), 인듐(In, 4.12 eV), 카드뮴(Cd, 4.22 eV), 붕소(B, 4.4 eV) 하프늄(Hf, 3.9 eV) 란타늄(La,

3.5 eV), 티타늄(Ti, 4.3 eV) 및 이들 중에서 선택되는 금속과 네오디뮴(Nd) 또는 팔라듐(Pd)의 합금 등, 그리고 칼슘(Ca,

2.87 eV), 마그네슘(Mg, 3.66 eV), 리튬(Li, 2.9eV), 나트륨(Na, 2.75eV), 칼륨(K, 2.3eV), 세슘(Cs, 2.14eV) 및 이들의

합금 등이 있으나, 이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내부 전극은 알루미늄(Al, 4.28 eV), 은(Ag, 4.26 eV) 및 이들의

합금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물질로 형성되는 단일층의 내부 전극의 두께는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의 투과도 및 전기 전도도를 고려하여 조

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 전극은 소자 내부에서 발생한 빛이 외부로 최대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과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 전극의 두께가 최대한 얇은 것이 좋다. 그러나,

전도성이 높은 금속이라 하더라도 박막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전도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내부 전극이 광

학적 투과도를 잃지 않으면서 충분히 좋은 전기 전도도를 만족하도록 내부 전극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내부 전극의 두께가 1-100 Å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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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 외부 양극과 인접해 있는 발광부 중 외부 양극과 발광층 사이에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이 함

유된 유기물층을 포함하는 경우, 외부 양극은 종래의 유기 발광 소자의 양극 형성시 사용되던 일함수가 비교적 큰 화합물

에 한정되지 않고, 상기 내부 전극의 형성시 사용된 일함수가 비교적 작은 물질로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양극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의 구체적인 예로는 상기 내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예시된 물질 이외에, 일함수가 큰 바나듐, 크롬,

구리, 아연, 금과 같은 금속 또는 이들의 합금; 아연산화물, 인듐산화물, 인듐 주석 산화물, 인듐 아연 산화물과 같은 금속

산화물; ZnO:Al 또는 SnO2:Sb와 같은 금속과 산화물의 조합; 폴리(3-메틸티오펜), 폴리[3,4-(에틸렌-1,2-디옥시)티오

펜](PEDT), 폴리피롤 및 폴리아닐린과 같은 전도성 고분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외부 음극은 유기물층으로 전자 주입이 용이하도록 일함수가 작은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구

체적인 예로는 상기 내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예 이외에,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이트륨, 리튬,

가돌리늄 및 납과 같은 금속 또는 이들의 합금; LiF/Al 또는 LiO2/Al과 같은 다층 구조 물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예에

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는 다음과 같이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

될 수 있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는 도 2에 예시되어 있다. 투명 유리 기판(2) 위에 전술한 양극 물질로 양극(3)을 형

성한다. 그 위에 발광층을 포함하는 발광부(4)를 형성한다. 상기 발광부는 필요에 따라 단층에서 다층으로 형성될 수 있으

며, 다층의 발광부는 정공 주입층, 정공 수송층, 발광층 및 전자 수송층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발광부 중

이 발광부에 포함되어 있는 발광층과 이 발광부가 접하는 전극 중 외부 양극 방향의 전극 사이에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

인 유기물을 포함하는 층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을 포

함하는 층은 정공주입층 또는 정공수송층일 수 있고, 정공 주입과 수송을 모두 하는 층일 수도 있다. 이어서, 전술한 내부

전극 물질을 이용하여 수-수십 Å 두께의 내부 전극(5)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발광부(4)를 형성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발광부(6)를 형성한다. 이어서, 필요한 경우 내부 전극과 발광부를 차례로 원하는 만큼 반복하여 형성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전술한 외부 음극 물질을 이용하여 전체 소자의 음극(7)을 형성한다. 여기서, 전극과 유기물층으로 이루어진 발

광부의 형성은 당 기술 분야에 알려져 있는 통상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조 방법에 있어서 적층된 각각의 발광부들은 동일한 구조 및 물질로 형성될 수 있으나, 각 발광부의 구조 또

는 구성 물질을 상이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적층 유기 발광 소자는 사용된 재료에 따라 전면 발광, 후면 발광 또는 양면 발광 유기 발광 소자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는 당 기술 분야에 알려져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는 개별 유기 발광 소자 유닛을 직렬로 연결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동일한 전류 밀도에서 각

발광부의 발광층에서 발생하는 광자의 밀도가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이에 의하여 적층된 발광부의 수에

비례하여 발광 효율과 휘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 있어서 각각의 발광부를 적(red), 녹(green), 청(blue) 및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

는 색의 발광 중심 스펙트럼을 갖도록 제작하고, 이들을 본 발명에 따라 적층하여 전체 적층 소자를 구동하면 원하는 색 또

는 백색(white)의 발광 소자를 구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 내에 존재하는 발광부의 두께를 적절히 조절하면 마이크로캐비티(microcavity) 효

과에 의한 넓은 범위의 백색광, 즉 CRI(color rendition index)에서 정의되는 정확한 백색광은 아니지만 광학 피크가 2개

이상 넓게 얻어져 이들 피크가 합쳐보이는 효과에 의한 백색광을 얻을 수도 있다. 여기서, 마이크로캐비티 효과란, 반사도

가 매우 큰 내부 전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광부에서 생성된 빛의 일부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반사되어 소자 내부에서

진행하면서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 적당한 조건이 되면, 예컨대 발광부 내의 유기물층의 두께를 적절히 조절하면,

빛의 발광 스펙트럼이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이 단일층으로 이루어진 내부 전극을 이용함으로써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2층의 내부 전극

이 접촉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접착력이 열등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단일층 내부 전

극은 증발법을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종래에 스퍼터 공정을 이용하여 내부 양전극을 형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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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유기 발광 소자의 물리적 손상을 줄여 소자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내부 전극을

단일층으로 형성함으로써 2층의 내부 전극 박막을 접촉시켜야 하는 종래 기술에 비하여 공정이 간단하고 제조 원가가 저

렴한 이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이며, 본 발

명의 범위가 하기 실시예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참조예 1: HAT 의 HOMO와 LUMO 준위 (UPS와 UV-VIS absorption방법)

헥사니트릴 헥사아자트리페닐렌 (Hexanitrile hexaazatriphenylene: HAT) 의 HOMO level를 알아보기 위하여 UPS

(Ultraviolet photoelectron spectroscopy) 방법을 사용하였다. UPS 란 Ultra High Vacuum (<10-8 Torr) 하에서 시료

에 He lamp에서 나오는 Vacuum UV line (21.20eV)을 조사할 때, 시료에서 나오는 electron의 kinetic energy를 분석함

으로써, 금속의 경우 일함수를, 유기물의 경우 이온화 에너지, 즉 HOMO준위 및 페르미에너지준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이다. 즉 Vacuum UV line(21.20eV)를 시료에 조사하였을 경우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kinetic 에너지는 Vacuum

UV energy인 21.2eV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electron binding energy의 차이가 되며, 따라서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kinetic energy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시료 내 물질의 binding energy 분포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때 전자의

kinetic energy중 최대 energy 값을 가지는 경우 시료의 binding energy는 최소 값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이용하여 시료

의 일함수(페르미 에너지준위) 및 HOMO 준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참조예에서는 gold film을 이용하여 gold의 일함수를 알아내고, 상기 gold film 위에 HAT 물질을 증착시키면서 HAT

물질에서 나오는 electron의 kinetic energy를 분석함으로써 HAT의 HOMO 준위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상기 gold film과

gold film 위에 20nm의 두께를 가지는 HAT film에서 나오는 UPS data를 도 4에 도시하였다. 지금부터는 공개된 문헌(H.

Ishii, et al, Advanced Materials, 11, 605-625 (1999))에 나온 terminology를 따라 설명을 한다. 도 7에 도시된 x축의

binding energy는 금속 film에서 측정된 일함수를 기준점으로 계산된 값이다. 즉, 본 참조예에서 gold의 일함수는 조사한

빛 에너지 (21.20eV)에서 binding energy의 최대값(15.92eV)을 뺀 값으로 나타내지는데 본 참조예에서 gold의 일함수는

5.28eV로 얻어졌다. 상기 gold film 위에 증착된 HAT에 조사된 빛에너지에서 binding energy 최대값(15.19eV)과 최소

값(3.79eV)의 차이를 뺀 값으로 정의되는 HAT의 HOMO 준위는 9.80eV 이며, 페르미 에너지준위는 6.02eV 이다.

상기 HAT을 glass 표면에 증착하여 형성된 유기물을 이용하여 도 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은 UV-VIS spectrum을 얻었고

absorption edge를 분석한 결과, 3.26eV의 band gap을 가짐을 알아냈다. 이를 통하여 HAT의 LUMO는 6.54eV이하 값

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HAT 물질의 exciton binding energy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즉, 6.54eV는 상기 물질의

페르미 준위(6.02eV) 보다 큰 값으로 LUMO 준위가 페르미 준위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exciton binding

energy가 0.52eV이상임을 알 수 있다. 유기물의 exciton binding energy는 통상 0.52eV, 최대 1eV 이하의 값을 가지므

로 상기 HAT의 LUMO 준위는 5.54~6.02eV 사이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비교예 1

단일층의 발광부를 포함하는 단일 유기 발광 소자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1) 양극 형성

먼저 투명 유리 기판 위에 인듐 아연 산화물로 1500 Å 두께의 투명한 양극을 스퍼터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이어

서, 상기 양극을 아르곤(Ar)에 수소(H2)를 약 4% 첨가한 형성 가스(forming gas)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처리하였다.

(2) 발광부 형성

상기 양극 위에 하기 화학식 1a의 화합물(헥사니트릴헥사아자트리페닐렌, HAT)를 진공 증착하여 약 500 Å 두께의 정공

주입층을 형성하였다.

[화학식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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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기 정공 주입층 위에 NPB를 진공증착하여 약 400 Å 두께의 정공 수송층을 형성하였다. 정공수송층 위에 Alq3

에 코닥사에서 제조된 도판트(C545T)를 1% 도핑하여 진공증착함으로써 300 Å 두께의 발광층을 형성하였다. 발광층 위

에 하기 화학식 2의 화합물(한국 특허 출원 제10-2002-3025)을 진공증착하여 200 Å 두께의 전자 수송층을 형성하였다.

[화학식 2]

(3) 음극 형성

전자 수송층 위에 LiF와 Al을 차례로 증발법을 이용하여 증착하여 음극을 형성하였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를 도 6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2

발광부 형성 과정(2)을 연속하여 2회 반복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비교예 1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유기 발광 소자

를 제조함으로써, 발광부가 2층 적층되어 있으나 내부 전극{내부 음전극(Al), 내부 양전극 (인듐 아연 산화물)}을 포함하

지 않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제조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된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를 도 7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3

발광부 형성 과정(2)을 연속하여 2회 반복 실시하되, 첫번째 발광부를 형성한 후 Al로 약 60 Å 두께의 단일층 내부 전극을

형성하고, 다시 두번째 발광부를 형성하되, 두번째 발광부 형성시 HAT 유기물층 형성을 생략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비

교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기 발광 소자를 제조함으로써, 발광부가 2층 적층되어 있고 이 발광부들 사이에 Al로 구성된

내부 전극(별도의 내부 양전극(인듐 아연 산화물)은 없음)이 위치하고 있으나, 두번째 발광부에는 HAT 유기물층이 생략된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제조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된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를 도 8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1

첫번째 발광부를 형성한 후 Al로 약 60 Å 두께의 단일층 내부 전극을 형성하고, 다시 두번째 발광부를 형성한 것을 제외하

고는 상기 비교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기 발광 소자를 제조함으로써, 발광부가 2층 적층되어 있고 이 발광부들 사이에

Al로 구성된 내부 전극이 위치하고, 두번째 발광부에도 HAT 유기물층이 있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를 제조하였다. 이와 같

이 제조된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를 도 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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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비교예 1의 단일 유기 발광 소자의 경우, 인가 전압 3.9 V 에서 전류 밀도가 10 mA/cm2 이었으며, 이 때의 발광 효율은

7.9 cd/A이고, 휘도는 790 cd/m2이었다. 비교예 2의 내부 전극이 포함되지 않은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경우, 인가 전압

8.7 V 에서 전류 밀도가 10 mA/cm2 이었으며, 이때의 발광 효율은 7.4 cd/A이고, 휘도는 742 cd/m2 이었다. 비교예 3의

두번째 발광부에 HAT 유기물층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경우, 인가 전압 16.5 V 에서 전류 밀도가

10 mA/cm2 이었으며, 이때의 발광 효율은 5 cd/A이고, 휘도는 500 cd/m2 이었다. 한편, 실시예 1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

의 경우, 비교예 2와 유사하게 인가 전압 8.7 V 에서 전류 밀도가 10 mA/cm2 이었으며, 이 때의 발광 효율은 13.8 cd/A이

고, 휘도는 1380 cd/m2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하기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

 전류 밀도 인가 전압 발광 효율 휘도

비교예 1 10 mA/cm2 3.9 V 7.9 cd/A 790 cd/m2

비교예 2 10 mA/cm2 8.7 V 7.4 cd/A 742 cd/m2

비교예 3 10 mA/cm2 16.5 V 5 cd/A 500 cd/m2

실시예 1 10 mA/cm2 8.7 V 13.8 cd/A 1380 cd/m2

비교예 1과 비교예 2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내부 전극 없이 발광부가 적층되어 발광부의 두께가 단순히 2배로 증가한 유

기 발광 소자(비교예 2)에서는 발광부가 적층되지 않은 유기 발광 소자(비교예 1)에 비하여 동일한 전류 밀도를 위한 인가

전압이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발광 효율과 휘도는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유기 발광 소자의 유기물층의

두께가 단순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전류 밀도, 발광 효율 및 휘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동전압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교예 1, 2, 3 및 실시예 1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실시예 1에 따른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효율과 휘도는 비교예 1의 단일

발광 소자 및 비교예 2의 내부 전극이 포함되지 않은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효율과 휘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다. 또

한 실시예 1를 비교예 3와 비교해 보면,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물(예, HAT)층을 내부전극과 발광층 사이에 위치

시키면, 내부양극 없이 내부음극만 존재하더라도 구동전압은 낮아지고 효율과 휘도는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2층의 발광부 사이에 존재하는 본 발명의 단일층 내부 전극은, 상기 전자친화도가 4 eV 이상인 유기

물층과 함께, 적층된 양 발광부에 대하여 각각 내부 양극과 내부 음극의 역할, 즉 정공 주입 역할과 전자를 주입하는 역할

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에서는 적층되는 발광부의 수에 비례하여 발광 효율과 휘도가 증가하거나 발광부들의 파장

에 따라 원하는 빛이 발광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전극을 단일층의 내부 전극으로 구성됨으로써 종래의 2층

의 내부 전극이 접촉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여 제조 공정이 용이하고 제조 원가가 저렴한 이점이 있고, 내부 전극 형성시 스

퍼터 공정을 사용해야 하는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체 소자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적층된 발광부들 사이에 2층의 내부 전극을 포함하는 종래의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를 예시한 것이다.

도 2는 적층된 발광부들 사이에 단일층의 내부 전극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적층 유기 발광 소자의 하나의 실시 상태

를 도시한 것이다(1: 적층 유기 발광 소자, 2: 유리 기판, 3: 외부 양전극, 4: 발광부, 5: 내부 전극, 6: 발광부, 7: 외부 음전

극, 8 및 9: 유기 발광 소자 유닛, 10: 외부 전원).

등록특허 10-0705256

- 11 -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단일층의 내부전극을 사용하는 적층 유기 발광 소자 중 유기 발광 소자 유닛 내 유기물층들과 내부

전극 물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참조예 1에 따라 gold film과 gold film 위에 20nm의 두께를 가지는 HAT film에서 나오는 UPS(Ultraviolet

photoelectron spectroscopy) data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는 참조예 1에 따라 glass 표면에 증착된 HAT 유기물으로부터 얻은 UV-VIS spectrum이다.

도 6은 비교예 1에 따른 적층되지 않은 단일 유기 발광 소자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7는 비교예 2에 따른 2층의 적층된 발광부를 포함하지만 발광부 사이에 내부 전극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유기 발광 소

자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실시예 1에 따른 2층의 적층된 발광부와 발광부들 사이에 단일층의 내부 전극이 구비되어 있는 적층 유기 발광 소

자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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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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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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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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