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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발광층 구조를 적용한 
White OLED 기술

1. 서 론 

저분자 화합물을 기초로 하는 OLED는 저전

압 구동, 저생산 비용, 고선명, 빠른 응답속도 등

의 이유로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킬레이트 금속 착물(chelate metal 

complex)을 발광재료를 사용한 다층구조 OLED

에서 고휘도, 고효율 소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다. Kido 등은 다중 발광층 구조를 이

용하여 처음으로 백색 발광을 구현하였다. White 

OLED는 대면적 고화질의 OLED 디스플레이로의 

응용뿐만 아니라 LCD 백라이트와 일반 조명 등

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백라이트와 차별

화 된 장점을 지닌 고효율의 White OLED 패널을 

개발한다면, 얇고 가벼운 백라이트 제품을 기대

할 수 있고, 소비전력이 낮고 균일한 화면을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휘도 고효율의 LCD 디스플

레이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풀컬러 OLED

에도 핵심 소재로 이용 가능하며, 면조명 등의 광

원에 응용도 가능할 것이다. 

White OLED 소자도 일반적인 OLED 소자와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며, 발광층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백색의 발광 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극의 표면 처리 등을 통해 휘도 및 

효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White OLED에 전극

으로 사용되는 ITO는 높은 전기전도도와 높은 일

함수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높은 투과성으

로 인해 OLED, LED, LCD, 태양전지 등과 같은 

광소자 및 광전소자의 양극 물질로 널리 이용된

다. 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투명한 전극(양극)

으로 사용되는 ITO는 표면처리를 통해 소자의 성

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전에는 단순히 

습식 세정(wet cleaning)을 이용해 ITO 표면의 

유기물질을 제거하는데 그쳤지만, 점점 더 그 중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습식 세정뿐만이 아닌 UV/

ozone을 이용한 개질, 여러 기체를 이용한 플라

즈마 개질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지속

적으로 OLED의 효율, 수명, 구동 전압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효율 및 

수명의 경우 유기 발광 물질과 전극 사이의 계면

상에서의 전하 주입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에 계면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집

중되고 있다. ITO 기판은 표면 상태에 따라 ITO

의 표면의 일함수와 정공수송층의 표면 일함수

와의 접합계면에서 표면 전위 차가 발생하게 되

고 여기에 기인하여 소자의 발광개시전압에서 수 

V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정공수송층과 접합되

는 ITO의 표면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

태로 유지하기 위한 전처리 기술로는 평행 평판

형 방전을 이용한 ITO 표면산화법, 진공상태에서 

UV 자외선을 이용하여 생성된 오존을 통해 ITO

표면을 산화하는 방법, UV-ozone-HCl과 같은 

습식처리를 혼용하는 방법, 산소, 아르곤, CF4/

O2 가스를 공급하면서 챔버 내에 진공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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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RF 발생기에 의해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ITO 

표면을 개질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OLED에서 백색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R, G, 

B 발광물질을 수평으로 적층하는 방법, 서로 보

색관계를 갖는 두 색을 적층하는 방법, 단일 발

광층으로 넓은 파장대의 발광 특성을 얻는 방법 

등이 있다.

본 기획에서는 White OLED의 발광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전극의 표면처리 방

법과, 이중 발광층 구조의 White OLED 제작 

방법과 기술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전극 표면처리를 통한 
White OLED의 

발광 특성 향상 기술

ITO는 indium-tin-oxide(인-주석 산화물)의 

줄인 말로 투명하면서 전기가 잘 통한다. 투명

전극은 비저항이 1×10-3 Ω/cm 이하, 면저항이 

10-3 Ω/sq 이하로 전기전도성이 우수하고 380 

nm에서 780 nm의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

율이 80% 이상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만족시

키는 박막이다. 기존의 평판디스플레이의 경

우, 금속 산화물 투명전극이 진공 공정을 통해 

도포된 유리기판상의 각 화소를 포토리소그래

피 공정으로 제조된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로 제어함으로써 화상을 구

현한다. 디스플레이용 전극은 박막트랜지스터

를 이루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의 세 개의 단

자 전극과 이들을 드라이버와 연결하는 배선전

극 및 이미지를 구현하는 화소전극으로 구성된

다. 기존의 평판디스플레이의 화소전극은 주로 

ITO(인듐 주석 산화물)가 스퍼터링에 의해 유리

기판상에 박막으로 코팅된 유리가 주로 사용되

고 있다. 기존 평판디스플레이에 이용되고 있는 

금속산화물전극은 진공 상태에서 유리기판상에 

코팅이 이루어지며, 화소의 패터닝을 위하여 포

토리소그래피 및 에칭 공정을 이용해야 하기 때

문에 사용하는 화학약품 처리 및 공정 중에 소

모되는 비용이 상당히 큰 단점이 있다. 

2.1 전극의 표면처리 방법

ITO의 표면처리는 습식 및 건식 표면 처리가 

있다. 표면처리는 ITO의 일함수를 상승시켜 정

공의 주입을 원활하게 해준다. 습식 표면처리는 

Aquaregia, RCA, Piranha treatment 방법 등

이 있으며, 건식 표면처리에는 UV-ozone 표면

처리가 있다. 습식 및 건식 표면처리는 ITO 표

면의 조성비는 변하지 않고, 표면에 잔존해 있

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OLED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다. Aquaregia 표면처리 방법은 질산

(HNO3), 염산(HCl), 2차 증류수를 1 : 3 : 25의 

비율로 혼합한 Aquaregia 용액에 ITO기판을 

넣고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RCA 표면처리 

방법은 암모니아수용액(NH4OH), 과산화수소용

액(HCl), 2차 증류수를 1 : 4 : 20의 비율로 혼

합한 RCA 용액에 ITO기판을 넣고 표면을 처리

하는 방법이다. 

Piranha 세정용액(H2S04 : H202 = 4 : 1, 90

∼130℃)에서 1분 정도로 하여 ITO 표면의 유

기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세정

법은 유기 오염물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와 같

은 heavy 유기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세정 후 기판 위에 화학적 산화막을 형성시키고 

기판 표면을 친수성으로 만들고 다른 세정액의 

wetting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다른 세정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piranha 세정을 하여 

유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2 표면처리에 따른 전극의 평가 방법

(1) 표면저항 측정법
표면저항은 단위 ohm/sq로 표시되어진다. 

여기서 Sq는 □로도 표시되며, 미터법(cm2 등)

이 아닌 별도의 단위로서, 무한대의 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저항은 두개의 

probe로 임의의 거리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지

만, 표면저항의 경우에는 동일한 간격의 4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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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때 쓰이는 Probe가 four point probe이고, 

일반적으로 탐침은 1 mm 간격으로 일렬구성된 

probe를 사용하며, 4개의 탐침으로 전류와 전

압을 측정하여, 저항값을 구한 후, 표면저항 단

위인 ohm/sq로 계산하기 위해 보정계수(C.F)

를 적용한다. 표면저항값은 Wafer, LCD, 태양

전지, 연료전지, OLED 등의 벌크 및 박막의 전

도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쓰여진다. 

(2) 접촉각 측정법(Contact Angle)
접촉각이란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

과 접할 때 형성되는 경계면의 각을 말하며, 특

히 기체나 진공상태에서 액체와 고체 간의 접촉

각은 기체/액체/고체간의 표면에너지의 열역학

적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

면 기체 분위기에서 고체 표면에 번져있는 액

체는 고체표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균일할 

경우 그 접촉각은 어느 지점이나 동일하다. 이

러한 접촉각은 계면의 연구뿐만 아니라 접착

(adhesion), 코팅, 고분자 분야, 박막 기술, 표

면처리 등에서 매우 중요한 분석기술로 활용되

고 있다. 

 접촉각의 측정 방법은 Goniometer에 의한 

직접측정, Tilting법, Neuman법, 모세관 이용

법, Wesburn 방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2.3  습식 및 건식 표면처리 전·후의 
roughness와 표면저항 분석

ITO의 표면처리에 따른 표면의 변화와 캐리

어 주입의 변화가 OLED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four-point-probe를 이용한 표

면저항을 측정법 및 AFM을 이용한 전극의 표

면의 거칠기(roughness)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는 습식 및 건식 표면처리 방법에 

의한 ITO 박막의 표면을 AFM으로 측정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을 통해 전극의 습

식 및 건식 표면처리 방법에 의해 ITO 표면의 

roughness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piranha 표면처리를 하였을 때 표면저항

값과 roughness값이 가장 낮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표  1 에  표 면 처 리 에  따 른  표 면 저 항 과 

roughness값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는 습식 및 건식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표면

에 흡착되어 있는 불순물 또는 탄소를 제거하

여 표면의 거칠기와 저항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

된다. ITO 기판의 평탄화는 유기물 층이 증착될 

때 균일한 증착 면을 제공하여 전극/유기물 계

면에서 OLED의 구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이중 발광층 구조의 
White OLED 기술

그림 2는 Blue와 Yellow를 이용한 이중 발

광층 구조의 White OLED의 구조를 나타내었

다. Yellow 발광층의 두께를 변화 시켜서 White 

OLED를 제작하였다. 

그림 1. 표면처리에 따른 AFM 이미지.

표 1. Properties of ITO surface.

Cleaning method
Sheet resistance

(Ω/□) Roughness(nm)

No cleaning 8.2 2.754

UV/ozone 1 min 7.78 2.662

Aquaregia 1 min 7.84 2.280

Piranha 1 min 4.13 2.181

RCA 10 min 7.74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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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Blue와 yellow 물질의 PL 스펙트럼

을 나타내었다. Blue물질의 PL스펙트럼은 455 

nm, Yellow물질의 PL 스펙트럼은 555 nm이

다. 

그림 4는 소자의 전류밀도-휘도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Yellow 발광층의 두께에 따라

서는 소자의 발광 특성은 크게 변화지 않았

다. 

그림 5에 Yellow 발광층의 두께에 따른 EL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Yellow 발광층의 두

께가 증가할수록 Blue 피크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Yellow 발광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Blue 층에서의 전자와 정공의 재

결합보다 Yellow층에서의 재결합이 많이 일

어나 blue 피크보다 yellow 피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6은 Device 1의 구동 전압에 변화에 

CIE 색좌표이다. 전압이 증가할수록 blue 발

광이 증가하여 2개의 피크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구동 전압이 증가할수록 CIE 좌

표는 8 V일 때 (0.262, 0.376)에서 10 V일 

그림 2. White OLED소자 구조.

그림 3. PL 스펙트럼.

그림 4. 전류밀도-휘도 특성.

그림 5. EL 스펙트럼.

그림 6. Device 6의 구동 전압에 CIE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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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0.319, 0.338)로 나타났다. 저전압에서

는 blue 발광층의 휘도가 EL 소자의 적은 영

향을 주지만, 전압이 증가할수록 blue 피크

가 증가하여 blue 발광층의 휘도가 EL 소자

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은, 구동 전압이 증가할수록 bluish green에

서 white 발광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내

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압이 증가할수

록 소자의 main exciton recombination 지

점이 Yellow 발광층의 경계에서 점차적으로 

blue 발광층의 경계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

다. 소자의 main exciton recombination 지

점의 변화가 EL 스펙트럼 및 CIE 좌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색관계의 발광물질을 이용한 이중 발광층

구조로 소자를 제작하여도 높은 발광 특성 

및 white 빛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 결 론

 White OLED 발광 특성 향상을 위해서는 

IT표면 처리와 OLED 발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ITO 기판의 습식 및 건식표

면 처리에 의해 표면저항과 roughness가 감

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제 OLED 소자 

제작 시 소자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OLED에서 백색을 구

현하는 방법으로는 R, G, B 발광물질을 수평

으로 적층하는 방법, 서로 보색관계를 갖는 

두 색을 적층하는 방법, 단일 발광층으로 넓

은 파장대의 발광 특성을 얻는 방법 등이 있

다. 이러한 이중층 구조는 White OLED의 발

광효율 및 색순도 향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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