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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서 론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간편하

고 기능이 다양한 전자제품을 원하게 되었으며 

때로는 고도의 휴대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

한 요구로 인해 디스플레이 소자 산업에서 생산

량의 반 이상을 평판디스플레이가 차지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현재의 디스플레이는 대형 TV, 중소형 TV가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

고, PC용 디스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은 50% 이상

으로 크다.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등의 디

스플레이와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재용 패널이 그 

나머지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의 디스플

레이는 브라운관 방식에서 출발하여 LCD로 방

향 전환이 이루어져 현재 상업적인 평판디스플레

이 소자로는 LCD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광시

야각, 응답속도, 제조비용 등의 문제점이 결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LCD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자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그 중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유기물

을 사용한 OLED이다.

OLED의 응용범위는 디스플레이 시장뿐만 아

니라 조명 시장의 새로운 주목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자종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될 것

이다. 조명 시장에서 OLED는 면 그 자체가 발광

을 하는 면광원이라는 새로운 광원체이고, 매우 

밝고 아주 얇다. 이미 소비전력에서는 백열등보

다 작고 형광등보다 큰 수준에 도달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형광등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상품 시장인 전자종이 분야이

다. 종이처럼 얇은 디스플레이로 둘둘 말아서 가

지고 다닐 수 있는 편리성을 갖는 전자종이 분야

에 있어서도 OLED는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필름 

디스플레이가 이미 몇몇 회사에서 시험 제작되고 

있다.

유기물에서의 발광 현상은 1963년 안트라센의 

단결정에서 처음 보고되면서 디스플레이 소자로

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후에 다른 많은 유

기재료에서의 발광 특성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었

다. 1982년에 진공증착으로 비정질 안트라센 박

막을 형성하는데 성공하면서 진공증착법은 오늘

날까지 저분자 유기물을 이용한 발광소자 제작에

서 박막형성을 위한 표준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1987년에 Kodak사의 Tang에 의해 적층형 OLED

가 발표 된 후 실용화의 가능성을 목표로 연구 개

발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0년에 진공증착에 의한 유기박막이 효과적

인 OLED에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

고, 1995년에 효율적인 평판디스플레이 소자로

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1996년 최초로 상

업적인 디스플레이로 이용되기 시작 하였다. 현

재까지 적색, 녹색, 청색 3원색의 단색 OLED 

및 white OLED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

다. 녹색 발광재료에 관해서는 고휘도, 고효율화

하이브리드 White 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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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성되었으나 white OLED에 관해서는 효

율, 수명 특성 개선에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

이다. white 발광인 경우 단일물질로부터 발광 

특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여러 종류의 유기물

질을 사용하여 동시에 발광시킴으로써 백색광

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white OLED 연구는 

1994년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여 최초로 white 

OLED를 발표하였고, 그 후 1996년 EL 스펙트

럼의 폭을 줄이기 위해 란탄계열 복합체를 사

용하여 적층형 white OLED가 발표되었다. 발

광휘도 저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스

핀 코팅법으로 고분자인 폴리머를 사용하여 단

일층 구조의 폴리머 OLED가 제작되어 우수한 

백색광을 얻었다. 그 후로도 계속적인 white 

OLED의 특성을 향상 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

는 것은 유기물을 이용한 white OLED가 TFT-

LCD용 백라이트로 사용가능하며 컬러필터와 

조합하면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

이 가능하고,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용 소자로

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white 

OLED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 진행되

고 있다.

White OLED의 풀컬러 구현을 위한 여러 방

법 중에서 적색, 녹색, 청색 3원색의 독립발광

에 의한 개별화소 구동 방법과 백색발광과 칼라

필터에 의한 방법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

기존의 3원색을 혼합한 3파장 방식의 제작법

과 청색과 적색 등을 혼합한 2파장 방식의 제작

법이 있다. 적색 발광물질의 낮은 효율과 색순

도, 안정성의 문제로 인하여 높은 안정성과 효

율 및 우수한 공정성을 갖는 2파장 방식이 대두

되었으며, 2파장 방식은 3파장 방식보다 색 간

섭이 적고 색 조절이 용이하고 제어 인자가 감

소함에 따라 제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 등

을 갖고 있다. 그러나 3파장 방식에서 사용되

던 청색발광 물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2파

장 방식에 적합한 물질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

한, 불완전한 적색발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

핑 재료로서 사용되는 형광물질을 인광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저전압 구동, 소자의 휘도 및 효

율을 개선할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인광물질을 

사용한 white OLED의 연구는 신규 재료 합성

에 따른 소자의 특성평가 및 유기 고분자 재료

를 사용한 실험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기 저

분자 재료를 사용한 적층형 인광 white OLED

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2. White OLED

2.1 White OLED 구현방법
White OLED도 일반적인 OLED와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며, 발광층을 적절하게 조절함으

로써 백색의 발광 특성을 얻을 수 있다. OLED

에서 백색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적, 녹, 청색 

발광물질을 수평으로 적층하는 방법, 서로 보색

관계를 갖는 두 색을 적층하는 방법, 단일 발광

층으로 백색 발광 특성을 얻는 방법 등이 있다.

(1) 적, 녹, 청색 발광물질 적층하는 방법
 적, 녹, 청색 발광층 적층 방법은 색순도는 

우수하나, 여러 층의 유기물을 적층하는 구조를 

갖게 되므로 제작이 어렵고, 효율이 낮은 단점

이 있다. 적층구조에서 나타나는 낮은 효율 특

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색순도를 높이기 위하

여 적, 녹, 청색 각각의 색을 갖는 독립적인 소

자를 수직으로 직렬 연결하여 다중광자발광 구

조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2) 보색관계의 발광층을 적층하는 방법
서로 보색관계의 발광 특성을 갖는 발광층을 

적층하는 방법은 적, 녹, 청색 발광층을 적층하

는 구조에 비하여 제작이 편하며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늘색-적색과 청색-오렌

지색의 보색을 갖는 발광층을 적층하므로 녹색 

발광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형

광소재에 비하여 효율이 좋은 인광소재를 이용

하여 백색 발광 특성을 얻는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8권 제5호 (2015년 5월)  5

(3) 단일막 구조
단일막 구조는 정공수송층이나 전자수송층

의 호스트에 적, 녹, 청색 혹은 보색의 도펀트

(dopants)를 동시에 증착하거나 고분자를 블랜

드하여  발광을 나타내는 소재나 소자구조로 백

색 발광 특성을 얻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있

다.

3. 하이브리드 White OLED

OLED에 사용되는 적, 녹, 청의 형광물질

은 수명이 우수한 소재가 개발이 되었다. 이러

한 물질을 이용하여 white OLED를 제작할 경

우 소자의 수명은 우수하지만, 생성되는 엑시

톤(exciton)의 25%밖에 사용할 수 없어 효율

이 낮은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인광소재로 소자

를 제작하면 생성되는 엑시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100%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특성이 우수한 청색 인광 소재의 개발이 

아직까진 미흡하다. 

  형광과 인광의 장점만을 조합한 하이브리

드 OLED는 형광 또는 인광 물질만으로 제작된 

OLED소자의 효율 및 수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 white OLED는 인광 white 

OLED에서 청색을 형광으로 대체한 소자이다. 

하이브리드 white OLED는 형광층의 삼중항을 

사용할 수 있는 triplet harvesting 타입과 그렇

지 않은 direct recombination 타입으로 나눌 

수 가 있다.

3.1  Triplet harvesting 하이브리드 white 
OLED

그림 1은 triplet harvesting 하이브리드 

white OLED의 구조이다.

Triplet harvesting 타입은 인광 white OLED

와 같은 효율을 얻을 수 있어 OLED 연구자들

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타입 소자의 

작동원리는 형광층에서 대부분의 재결합이 일

어나기 때문에, 형광층의 단일항 엑시톤에 의

한 청색 발광을 얻게 된다. 형광층 재결합 영

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삼중항은 에너지 이동 

(diffusive transfer)에 의해서 인광층으로 이동

하여 녹색과 적색의 인광 발광을 얻게 된다. 이

런 원리로 25%의 단일항은 형광층의 청색 발광

으로, 75%의 삼중항은 인광층의 녹/적색 발광

으로 변환되어 100%의 효율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이 구조에서는 재결합 영역이 형광층에서

만 일어나도록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삼중항 엑시톤이 인광층에서만 발광할 수 있도

록 에너지 이동을 조절해야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 Forrest 그룹에서 

처음 실현되어 보고되었다. CBP로 이루어진 발

광층의 양끝에 재결합 영역이 형성되도록 공통

층 소재를 조절하고 형광 도판트로 양끝만 도핑

을 한 후, 발광층의 가운데는 형광층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인광 도판트로 도핑을 하여 소자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소자에서는 청색 형광 이외

에 에너지 이동에 의한 녹/적색 인광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효율은 1,000 cd/m2에서 

10% 정도의 외부양자 효율로 크게 높지 않았는

데, 최초로 triplet harvesting 타입을 구현하였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의 소자는 형광층의 삼중항 엑시톤

을 최대한 손실없이 인광층으로 이동시켜야 하

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1.  Triplet harvesting 하이브리드 white 
OLED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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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irect recombination 하이브리드 
white OLED

그림 2에는 direct recombination 하이브

리드 white OLED 구조를 나타내었다. Triplet 

harvesting 하이브리드 white OLED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irect recombination 

타입의 연구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타입

의 소자는 형광층과 인광층 모두에서 재결

합 영역이 형성되도록 조절하여 형광과 인광

으로 부터 발광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Triplet 

harvesting 타입에 비해 청색 형광층의 삼중

항 엑시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은 낮

지만,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타입의 소자에서는 형광층과 인

광층을 분리하는 중간층(interlaye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재결합 영역을 형광층과 

인광층 모두에서 형성되도록 조절하는 역할뿐

만 아니라, 인광 발광층의 삼중항 엑시톤이 형

광층으로 이동하여 소멸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

할도 하게 된다.

4. 하이브리드 White OLED 
연구 결과

고효율 및 고순도 특성을 갖는 white OLED

를 제작하기 위해 기존의 형광물질 대신 인광

물질을 사용한 형광/인광 구조의 하이브리드 

white OLED를 제작하여, 도핑 농도에 따른 소

자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blue 발광층과 

도핑층 사이에 inter layer를 삽입하여, inter 

layer의 두께에 따른 소자의 특성을 평가하였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white OLED의 구조적 

최적화에 따른 고효율화 및 고순도를 꾀하여 고

효율, 고순도 white OLED 개발을 위한 적용성

을 확인하였다. 그림 3에 각 소자의 구조를 나

타내었다. 

그림 4와 5는 각 소자의 전류밀도-휘도, 전

그림 2.  Direct recombination 하이브리드 white 
OLED 구조.

그림 3. White OLED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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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밀도-효율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형광발광

층인 blue 발광층에서 단일항 엑시톤에 의한 청

색 발광이 일어난다. 동시에 형광층 재결합 영

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삼중항 엑시톤의 에너

지 이동에 의해서 인광 발광층인 red 발광층으

로 이동하여 녹색과 적색의 발광을 얻게 된다. 

따라서 형광과 인광 발광물질을 이용한 소자

[Device2]의 효율이 가장 우수하게 나왔다. 

그림 6은 CIE 표색계를 나타낸 것이다. 형광 

blue 발광층과 인광 적색 발광층 사이에 inter 

layer층을 삽입하여 청색과 적색의 발광층을 분

리하여 각 발광층 간에 색의 섞임을 방지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형광발광층과 인광발광층 사

이에 inter layer층을 삽입한 소자[Device 3]가 

색순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왔다. 

5. 결 론

Triplet harvesting 하이브리드 white OLED

는 청색은 수명이 우수한 형광 소재로부터 얻

어내고, 적색은 청색 발광층에서 생성되는 삼중

항 엑시톤 에너지를 이웃하는 인광소재로의 에

너지 전이를 이용하여 엑시톤의 손실 없이 효

율이 향상된 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 형광발광

층인 blue 발광층에서 단일항 엑시톤에 의한 청

색 발광이 일어났다. 동시에 형광층 재결합 영

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삼중항 엑시톤은 에너

지 이동에 의해서 인광 발광층인 red층으로 이

동하여 녹색과 적색의 발광을 얻게 된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휘도 및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청색 발광층과 적색발광층이 서로 

인접하여 청색발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서 CIE 표색계로 색순도가 떨어진다. Direct 

recombination 하이브리드 white OLED는 

inter layer를 사용하여 형광 blue 발광층과 인

광 red 발광층 사이의 inter layer층이 청색과 

적색의 발광층을 분리하여 각 발광층간에 색의 

섞임을 방지한다. 따라서 CIE 표색계에서 색순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형광층의 삼중

항 엑시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도 휘도 

및 효율은 감소할 수 도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

그림 4. White OLED의 전류밀도-휘도 특성.

그림 6. White OLED의 CIE 표색계.

그림 5. White OLED의 전류밀도-효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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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기 획     _ 바이오 기술

이브리드 구조의 white OLED를 이용하면 효율 

및 색순도가 우수한 white OLED를 제작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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