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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스플레이에서 화상의 색들을 표현하기 위

해서 빛의 삼원색인 빨강(R), 초록(G), 파랑(B)

의 세 가지 기본 화소가 필요하다. 화소형성 

기술이란 이러한 삼원색의 기본 화소를 제조

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에서 OLED로 

개편되고 있으며, OLED 디스플레이의 화소형

성 기술로는 중소형 모바일용에서는 증착방식

을 이용하는 fine metal mask (FMM) 방식을 사

용하고 있고, 대형 TV용으로는 white OLED + 

color filter (C/F)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중소형 OLED 에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기 몰임감 향상을 위해서 고해상도 화

소형성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대형 OLED 에

서도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white OLED + 

color filter (C/F)방식이 아닌, RGB 화소를 형

성하는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잉크젯 프린팅(Ink-jet printing) 방식을 

이용한 기술이 차세대 화소형성 기술이 주목

을 받고 있다. 2004년 Seiko Epson에서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40-inch full color OLED 디

스플레이를 발표한 이후 [1], 2000년대 중반부

터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외에서 잉크젯 프

린팅 OLED가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한 파나소닉(Panasonic Corp.)에서 56-inch 4k 

OLED 디스플레이를 2013년 CES에서 발표하

였고 [2],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서 박막봉지(thin film encapsulation, TFE) 공

정에서 유기 박막 형성을 위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잉크젯 프린팅 기술

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2017년도에는 일

본 JOLED에서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만든 

21.6 inch OLED 패널을 공개하였고, 현재 양산

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이 화소형성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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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 적용을 위한 발광소재 및 잉크젯 기

반 화소형성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발광소재 및 발광원리에 따른 디스플

레이 소자 구조를 보여준다. OLED 외에 양자

점(quantum dot, QD)은 디스플레이 발광재료 

영역에서 차세대 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콜로이드 양자점의 크기 조절을 통해 밴드캡 

조절이 가능하여 전기/광학적 특성 변화 및 높

은 색순도를 얻을 수 있다 [3,4]. OLED 발광 재

료와는 달리 양자점 재료는 잉크젯 프린팅, 스

핀코팅 등과 같은 용액공정으로만 박막 형성

이 가능하므로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한 화소

형성 기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5]. 양자점

은 발광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된다. 빛을 받아서 다시 

원하는 색을 내는 광발광(photoluminescence, 

PL) 방식과 전류를 받아서 스스로 빛을 내는 

전계발광(electroluminescence, EL) 방식이 있

다. 그림 1(c)와 같이 양자점을 이용한 전계발

광 방식인 QLED 소자가 궁극적인 기술개발 

방향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아직 양자

점 관련 소재 및 화소형성 기술의 성숙도가 낮

아서 그 중간 단계인 QD-OLED 방식에 대하여 

최근 산업계에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QD-OLED 방식은 그림 1(b)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전계발광 Blue OLED에서 발생된 빛을 이용

하여 패터닝을 통하여 형성된 Red QD, Green 

QD층의 광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빨강(R), 초

록(G), 파랑(B)의 빛의 삼원색을 나타내는 기

술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OLED, QD-OLED, 

QLED 소자의 잉크젯 프린팅 기반 화소형성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잉크젯 프린팅 기술의  

기본 원리

OLED 또는 QD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스핀코팅 [6], 진공증착 [7], 전사방식 [8,9], 

잉크젯 프린팅 [10], Mist coating [11] 방식 등

이 있으나, 잉크젯 프린팅 방식은 재료 사용효

그림 1 ▶   발광소재 재료 및 발광 원리에 따른 디스플레이 소자 구조; (a) OLED 소자, (b) QD-OLED 소자, (c) QLED 소자.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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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고, 디지털 제어와 비접촉 인쇄가 가

능하여 대면적, 유연기판에 적용하는 것에 매

우 유리하다. 잉크젯 프린팅을 위해서 액적

(droplets)을 발생시키는 원리에 따라서 연속

(continuous) 방식과 DOD (drop-on-demand) 

방식으로 분류되며, 그림 2에서 연속 방식과 

DOD 방식의 대표적인 Piezoelectric 방식을 보

여주고 있다 [12]. 연속 방식은 인쇄 속도가 빠

른 장점은 있지만 잉크를 수집하는 추가적인 

장치(ink collector)가 필요하고 재료사용 효율

이 낮은 단점이 있다. DOD 기술은 valve jet, 

thermal, piezoelectric, electrostatic, acoustic으

로 구분되고 있고, 이 중 실제 시장의 대부분

을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디스플레이용으로 이

용되는 잉크젯 기술은 piezoelectric 방식이다. 

잉크젯 프린팅 공정에서 핀홀(pinholes), 커

피링(coffee rings), 계면의 상호혼합(interfacial 

intermixing)이 없는 박막 형성이 매우 중요하

다. 잉크젯 프린팅 박막은 잉크 포뮬레이션, 구

동 파형 등의 프린팅 파라미터, 건조 공정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다. 잉크의 점도(viscosity), 

표면장력(surface tension), 입자 사이즈 등에 

의해서 잉크젯 프린팅 특성이 좌우되므로 고

도의 잉크 포뮬레이션 기술이 요구된다. 일

반적으로 잉크젯 프린팅 특성은 수식 (1)~(4)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reynolds number 

(Re), weber number (We), ohnesorge number 

(Oh), 그리고 ohnesorge number (Oh)의 역

수인 Z 값에 영향을 받는다 [12-1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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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젯 프린팅 특성은 수식 (1)~(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reynolds number (Re), 

weber number (We), ohnesorge number 

(Oh), 그리고 ohnesorge number (Oh)의 역

수인 Z 값에 영향을 받는다 [11-13]. 여기서 

    는 각각 속도(velocity), 

characteristic length, 밀도(density), 점도

(viscosity), 표면장력(surface tension)을 나

타낸다 [13]. 신뢰성 있는 잉크젯 프린팅을 

위해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Z 값

이 4<Z<14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한다고 보

고한 바 있다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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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니켈옥사이드(NiO) 나노입자 잉크에 
따른 Re (reynold number)와 We (weber 
number) 관계 [13].

3. 잉크젯 기반 화소형성 기술

3.1 잉크젯 기반 OLED 기술

현재 세계적으로 OLED 잉크젯 프린팅 재

료 부문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회사는 미

국 듀폰, 독일 머크, 일본 스키토모화학 등

이며 SID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학회 등에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 및 학계

에서 잉크젯 프린팅 OLED 관련 연구를 활

발히 진행하고 있다. 용액형 발광재료는 고

분자(polymer molecular)와 저분자(small 

molecular)가 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용액형 고분자재료에 대해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디바이스 성

능이 우수한 용액형 저분자 재료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5]. 저분자 발

광재료를 잉크젯 프린팅 시, 픽셀 내에 비

젖음(dewetting) 현상 없이 균일한 박막을 

형성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4는 

픽셀 내에서 잉크젯 프린팅으로 형성된 발

광 잉크의 용매(solvent)에 따른 건조 과정

을 보여 준다 [16]. 그림 4(a)와 같이 

chlorobenzene (CB)의 단독 용매를 사용할 

경우 낮은 두께에서 강한 분자력으로 인해 

비젖음(dewett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16]. 그러나 그림 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점(boiling point)이 높은 

cyclohexylbenzene (CHB)와 같은 보조용매 

혼합을 통하여 건조 속도가 조절되어 균일

한 박막 형성이 가능한 매커니즘을 보여 주

었다 [16]. 이와 같이 잉크 포뮬레이션 외에

도 균일한 박막 형성을 위해서 픽셀의 뱅크

(bank) 소재, 하부막과의 젖음성(wettability), 

건조공정이 매우 중요하다 [17].

그림 4. 픽셀 내에서 프린팅된 발광 잉크의 용매에 
따른 건조 과정 [16].  

그림 5는 최근 듀폰 및 머크가 SID에서 

발표된 잉크젯 OLED 성능을 요약하였다

[17-19]. 머크는 16년, 17년 SID에 각각 발

는 각각 속도(velocity), character-

istic length, 밀도(density), 점도(viscosity), 표

면장력(surface tension)을 나타낸다 [14]. 신뢰

성 있는 잉크젯 프린팅을 위해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Z 값이 4 〈 Z 〈 14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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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가 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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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boiling point)이 높은 

cyclohexylbenzene (CHB)와 같은 보조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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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막 형성이 가능한 매커니즘을 보여 주

었다 [16]. 이와 같이 잉크 포뮬레이션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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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잉크젯 기술의 구분; (a) 연속(continuous) 방식, (b)  

 DOD 방식의 대표적인 piezoelectric 기술 [12].

a b

그림 3 ▶  니켈옥사이드(NiO) 나노입자 잉크에 따른 Re (reynold  

 number)와 We (weber number) 관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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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잉크젯 기반 화소형성 기술

3.1 잉크젯 기반 OLED 기술

현재 세계적으로 OLED 잉크젯 프린팅 재료 

부문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회사는 미국 듀

폰, 독일 머크, 일본 스키토모화학 등이며 SID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학회 등에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는 디스

플레이 패널 회사 및 학계에서 잉크젯 프린팅 

OLED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용

액형 발광재료는 고분자(polymer molecular)

와 저분자(small molecular)가 있으며, 2000년

대 중반까지는 주로 용액형 고분자재료에 대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디

바이스 성능이 우수한 용액형 저분자 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6]. 저분

자 발광재료를 잉크젯 프린팅 시, 픽셀 내에 비

젖음(dewetting) 현상 없이 균일한 박막을 형

성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4는 픽셀 

내에서 잉크젯 프린팅으로 형성된 발광 잉크

의 용매(solvent)에 따른 건조 과정을 보여 준

다 [17]. 그림 4(a)와 같이 chlorobenzene (CB)

의 단독 용매를 사용할 경우 낮은 두께에서  

강한 분자력으로 인해 비젖음(dewetting) 현

상이 발생할 수 있다 [17]. 그러나 그림 4(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점(boiling point)이 높은 

cyclohexylbenzene (CHB)와 같은 보조용매 

혼합을 통하여 건조 속도가 조절되어 균일한 

박막 형성이 가능한 매커니즘을 보여 주었다 

[17]. 이와 같이 잉크 포뮬레이션 외에도 균일

한 박막 형성을 위해서 픽셀의 뱅크(bank) 소

재, 하부막과의 젖음성(wettability), 건조공정

이 매우 중요하다 [18].

그림 5는 최근 듀폰 및 머크가 SID에서 발표

된 잉크젯 OLED 성능을 요약하였다[18-20]. 머

크는 16년, 17년 SID에 각각 발표를 하였고, 듀

폰은 18년 SID에 발표를 하였다 [18-20]. 16년

도에 발표한 머크의 OLED 구조는 Blue 성능 

개선을 위해 Red, Green 발광층까지는 잉크젯 

프린팅을 하였고, Blue 발광층은 공통층으로 

증착을 한 구조이며 [20], 17년도에 발표한 머

크의 결과와 18년도에 발표한 듀폰의 결과는 

그림 4 ▶  픽셀 내에서 프린팅된 발광 잉크의 용매에 따른 건조 과 

 정 [17].  

a b

그림 5 ▶  최근 SID에 발표된 잉크젯 프린팅 OLED 디바이스 성능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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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Green, Blue 발광층 모두 잉크젯 프린팅

으로 형성을 하였다 [18,19]. 계속적으로 잉크

젯 프린팅 소자의 수명과 효율이 향상됨을 확

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잉크젯 프린팅 Blue 

OLED 소자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많

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2 잉크젯 기반 QD-OLED 기술

QD-OLED 소자에 대한 연구는 최근 국내

외 패널 회사를 중심으로 산업계에서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학계나 연구소 등에

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QD-

OLED에서 Blue OLED에서 발생된 빛을 픽셀 

형태로 패터닝된 QD의 광발광 현상을 이용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얼마나 색변환(color 

conversion) 효율이 높은 QD층을 픽셀 형태로 

패터닝을 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QD층 패

터닝 기술은 QD 재료를 포토레지스트(photo-

resist)에 혼합하여 노광기를 이용하여 패터닝

을 하는 방법과 포토레지스트를 혼합하지 않

고 잉크젯을 이용하여 직접 패터닝을 하는 방

법이 있다.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서 균일하게 QD층

을 패터닝 하면서 색변환 외부양자효율(EQE)

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Red 

QD층과 Green QD층에는 Blue 빛 투과율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최근 나노시스에서 그림 

6(a)에서 보는바와 같이 QD-OLED 적용을 위

한 QD 색변환층을 잉크젯 프린팅으로 패터닝

을 하였다 [21]. 프린팅된 QD층의 두께가 대

략 6 um 수준에서 EQE가 Red QD층은 38.2%, 

Green QD층이 29.8% 수준이고, Blue 빛 투과

율은 Red QD층이 0.2%, Green QD층이 0.4%

로 발표가 되었다 [20]. 

Magdassi 그룹에서는 외부양자효율(EQD)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QD의 재흡수(self-

absorption)와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

표를 하였다 [22]. QD의 재흡수(self-absorp-

tion)는 QD에서 발광된 빛이 인접한 QD에 흡

수되는 것이고, FRET는 여기된 QD가 비발광

(non-radiative) 다이폴-다이폴 상호작용으로 

에너지가 인접 QD에 전달되는 것이다 [22]. 둥

근 형태의 QD 대신에 나노막대(nanorod) 형

태가 흡수(absorption)와 발광(emission) 스

그림 6 ▶  (a) 2018 SID에서 발표한 나노시스(Nanosys)의 잉크젯  

 프린팅 결과 [21], (b) QD 색변환 효율에 미치는 optical  

 path의 영향 [2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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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의 겹치는 부분이 적어서 재흡수(self-

absorption)가 줄어들고, 그림 6(b)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나노막대(nanorod) 형태에서 

QD 입자간의 상호작용(particle-particle inter-

actions)이 낮아져 FRET를 줄일 수 있다고 밝

혔다 [22].

3.3 잉크젯 기반 QLED 기술

잉크젯 기반 QLED 기술은 OLED 기술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만 아직까지 기술의 성숙도가 낮은 상황이다. 

2016년 UD급(60인치) 픽셀에 잉크젯 프린팅

으로 QLED 화소를 제작하였으나, QLED를 스

핀코팅 방법으로 제작된 소자 대비 잉크젯 프

린팅 법으로 제작된 소자의 효율이 약 10% 수

준으로 보고되었다 [5]. 잉크젯 프린팅 QLED

도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회사 및 학계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최근 중국의 Peng 그룹에서 역구조 QLED

에서 ZnO 위에 polyetherimide (PEI)를 도입과 

주용매(cyclohexylbenzene, CHB)에 보조용매

(1,2-dichlorobenzene, oDCB) 부피비율을 조절

하여 커피링 없이 QD 박막을 프린팅 하는 연

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23]. 그림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CHB 용매에 대한 oDCB 용매 비율이 

20%일 때, 가장 우수한 QD 박막이 형성되는 것

을 보여 주었다 [23]. PEI 층 코팅을 통하여 ZnO

의 표면 자유에너지를 감소시켜 PEI 층이 코팅 

되지 않은 ZnO 박막 대비 접촉각을 감소시켰

고, 결국 용매의 증발을 향상시켜 커피링이 없

는 QD 박막을 만들어 발광효율 4.5 cd/A, 휘

도 1,500 cd/m2 수준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잉크

젯 프린팅 QLED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23]. 

4. 맺음말

본고에서 언급한 잉크젯 기반 OLED, QD-

OLED, QLED 기술 중에서 OLED 기술에 대해

서는 2000년대부터 산업계와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산업에 적

용을 위해서는 잉크젯 프린팅 Blue OLED 소자

에 대한 수명 등의 성능을 올리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QD-OLED는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지만 학계나 연구소에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패턴 형성을 위한 QD 잉크 

제조, 형성된 QD 박막의 EQE 향상을 위한 광

발광 매커니즘에 대한 물리화학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QLED는 OLED에 비해 아직 기술
그림 7 ▶  Glass/ITO/ZnO/PEI 기판위에 QD 잉크의 oDCB(1,2- 

 dichlorobenzene)/CHB(cyclohexylbenzene) 부피 비 

 율의 따른 잉크젯 프린팅 결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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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숙도가 낮은 편이며, 양자점 기본 소재와 

잉크 포뮬레이션 기술을 비롯한 화소 형성을 

위한 잉크젯 공정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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