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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abrication of high performance Blu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2-TNATA[4,4’,4"-tris 

(2-naphthylphenyl-phenylamino)-triphenylamine] as 

hole injection material and  NPB[N,N’-bis(1- 

naphthyl)-N,N’-diphenyl-1 ,1’-biphenyl-4,4 ’-diamine] 

as hole transport material were deposited on the 

ITO (Indium Tin Oxide)/Glass substrate by vacuum 

evaporation. And then, Blue color emission layer 

was deposited using GDI602 as a host material and 

GDI691 as a dopant. Finally, small molecule OLED 

with the structure of ITO/2-TNATA/NPB/ 

GDI602+GDI691/Alq3/LiF/Al was obtained by in-situ 

deposition of Alq3, LiF and Al as electron  transport 

material, electron injection material and cathode, 

respectively. Blue OLED fabricated in our 

experiments showed the color coordinate of CIE(0.14, 

0.16) and the maximum luminescence efficiency of 

1.06 lm/W at 11 V with the peak emission 

wavelength of 464 nm.

I. 서론

  계발  상을 이용하는 유기발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는 력구동, 자발 , 

넓은 시야각, 우수한 고해상도, Full Color, 재 성 용

이, 빠른 응답속도  간편한 제조 공정 등의 이 으

로 차세  디스 이 소자로서 기 를 모으고 있

다.[1][3]

분자 발 재료를 이용한 방식은 재 상용화 단계

에 있으며, 기존의 표 인 FPD (Flat Panel Display)

인 LCD (Liquid Crystal Display)와 PDP (Plasma 

Display Panel)를 체할 차세  디스 이 소자로 

각 을 받고 있다.[2]  분자 OLED의 특징으로는 물

질의 합성이 용이하며,  다층막 구조의 형태로 만들기

가 쉽다는 이다. 류구동 소자인 유기발 다이오드

는 박막간 자와 정공의 주입, 이동  자-정공의 

 (pair)인 엑시톤 (exciton)의 재결합에 의하여 밴드

갭 에 지에 해당하는 고유의 빛을 발산한다. 이러한 

자와 정공의 주입과 이동은 유기 발 다이오드를 구

성하고 있는 음극, 유기 발 층 박막, 양극 박막의 표

면상태와 합 상태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다.[4] 따

라서 고성능 OLED를 개발하기 해서는 고효율 유기

발  재료를 개발하여야 하고 다층 구조의 발 메커니

즘이 확립되어야 한다.[9] 특히 외부 발 효율을 증 시

키기 해서는 극과 유기 박막들 사이의 표면 상태

와 박막간의 착력을 개선시켜 소자의 기· 학  

특성을 최 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유기발 다

이오드는 산소나 습기의 노출로부터 쉽게 열화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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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수명을 갖고 고성능의 안정된 동작을 하기 

해서는 기 의 비에서부터 지가 완성되기까지 진

공상태에서 In-situ Process 제작기술이 필요하다.
[5][8] 

재 상용화 되어있는 PM OLED의 일반 인 특성

은 5～10V의 구동 압과 100～500 cd/m
2 의 휘도, 그

리고 1～10 lm/W 의 효율 범 를 갖는다.[6][7] 본 연구

에서는 In-Situ 방식으로 ITO/2-TNATA/NPB/ 

GDI602+GDI691/Alq3/LiF/Al구조를 갖는 고휘도 청

색 OLED를 제작하고, 이의 기 학  특성을 조사하

다.

II. 실 험

200mm×200mm 크기의 ITO(Indium Tin 

Oxide)/Glass 기 으로부터 ITO를 patterning하고 

inter-insulator  음극분리격벽을 형성하여 유기박막 

증착  단계를 비하 다. 그림 1은 SUNICEL PLUS 

200 시스템이다. 유기박막의 형성은 SUNICEL PLUS 

200 시스템을 이용하여 5×10
-8 Torr 이하의 고진공 상

태에서 In-Situ 방식으로 증착하 다.   

그림 1. The Organic Thin Film Evaporation Equipment 

유기박막의 증착 과정에서는 우선 패터닝된 기 을 

PT(Plasma Treatment Chamber)에 넣고 O2와 Ar을 

사용하여 라즈마 처리하 다. OLED 제작에서 선행 

라즈마 처리는 양극으로부터 정공주입 장벽을 낮추

고, 표면 오염제거  ITO와 유기막과의 착력을 개

선시켜 다. 이후 시료를 고진공 상태에서 

OC(Organic Chamber)로 옮기고, 2-TNATA를 사용하

여 약 600Å 두께의 정공 주입층(Hole Injection 

Layer: HIL)과 NPB를 사용하여 약 200Å 의 정공 수

송층(Hole Transport Layer: HTL)을 형성하 다. 다음

으로 Fine Mask를 사용하여 GDI602 (Host)와 GDI691 

(Dopant) 를 100 : 2 의 비율로 조정하여 약 300Å 두

께로 진공 증착함으로써 형 층을 형성하 다. 계속하

여 자 수송층(Electron Transport Layer: ETL)으로 

약 300Å 두께의 Alq3를 증착한 후, 시료를 MC(Metal 

Chamber)로 옮겨 최종 으로 약 10Å 두께의 LiF-

자 주입층(Electron Injection Layer: EIL)과 약 1800Å 

두께의 Al-음극을 순차 으로 증착하 다. 지 과정

에서는 시료를 Glove Box로 옮기고 Sealant를 이용하

여 UV Curing 방식으로 흡습제가 장착된 인캡 라스

(Encapsulation Glass)를 Sealing 하 다. 그림 2는 단

 픽셀의 층 구조이다. 그림 3은 제작된 Blue 

OLED 소자이다. 제작된 단  패 은 1“(Dia-Gonal) 

크기의 96 × 3(0,B,0)× 64 해상도를 갖는다.

그림 2. Blue OLED 단  픽셀의 층구조

그림 3. 제작된 96×64 pixel의 Blue OLED 소자

 III. 결과  고찰

  HP4145B Semiconductor Measurement System과 

CS-1000 Spectro Radiometer를 이용하여 OLED 소자

의 기ㆍ 학  특성을 조사하 다.

그림 4는 제작된 소자의 류- 압 특성 곡선을,  

그림 5는 류에 따른 휘도의 세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임계 압은 약 5V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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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13V 이상의 구동 압에서는 1000 cd/m2 이상

의 강한 빛을 내는 고휘도 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OLED가 류구동 소자임으로 휘도- 압 특성은 

류- 압 특성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류- 압 특성 곡선

그림 5. 휘도- 류 특성 곡선

그림 6은 OLED 소자의 발 효율을 동작 압에 따

라 계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제작된 소자의 최  발

효율은 11V의 동작 압에서 1.06 lm/W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은 OLED 소자의 발  스펙트럼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6. 발 효율- 압 특성 곡선

발  스펙트럼 상의 심 장은 464nm 이며,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통한 스펙트

럼 범 는 약 440～500 nm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은 

CIE 색 좌표이며, x＝ 0.14, y＝ 0.16의 청색좌표 값을 

갖는다.

 

그림 7. 발  스펙트럼

그림 8. The CIE Chart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TO(Indium Tin Oxide)/Glass 기 으

로부터 음극분리 격벽을 형성하기까지 처리 공정을 

실시한 후 5×10-8 Torr 이하의 고진공 상태에서 

In-Situ 방식으로 ITO/2-TNATA/NPB/GDI602+ 

GDI691/Alq3/LiF/Al 구조의 청색 OLED 소자를 제작

하 다. 제작된 소자는 464nm의 심 발  장을 가

지며, CIE(0.14, 0.16)의 색 순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임계 압을 약 5V로 하여 11V에서 1.06 lm/W의 최  

효율을, 13V에서 약 1000 cd/m2 이상의 휘도를 갖는 

기ㆍ 학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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