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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report the growth of high quality zinc oxide (ZnO) thin films on amorphous glass substrates and 
their structur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For the growth of ZnO films, mechanically exfoliated ultrathin 
graphite or graphene layers were used as an intermediate layer because ZnO does not have any 
heteroepitaxial relationship with the amorphous substrates, which significantly improved the crystallinity of 
the ZnO films. Structur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lms were investigated using scanning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x-ray diffraction, and variable temperature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High crystallinity and excellent opt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timulated emission were exhibited from the 
high quality ZnO films grown on glass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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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e/ZnS 양자점과 무기 형광체를 색변환층으로 
이용한 백색 유기발광 소자의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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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발광소자는 고휘도, 넓은 시야각, 빠른 응답속도, 높은 색재현성, 좋은 유연성의 소자 특성 때문
에 디스플레이 제품에 많이 응용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저소비전력, 고휘도, 소
형화 및 장수명의 장점을 가진 유기발광소자의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소자로서 관심
을 끌게 되었다. 최근에는 고효율의 장점을 가지는 무기 형광체와 양자점을 이용한 백색 유기발광 소
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색 안정성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색 빛을 방출하는 CdSe/ZnS 양자점과 녹색 빛을 방출하는 YAG:Ce3+ 무기 형광체를 포함하는 
polymethylmethacrylate (PMMA)를 색변환층으로 이용하여 청색 유기발광소자에 결합한 백색 유기발광
소자를 제작하였다. CdSe/ZnS 양자점과 YAG:Ce3+ 무기 형광체의 광흡수대역은 250 nm에서 500 nm 
이므로 470 nm의 청색 발광소자의 청색 빛을 흡수하여 색변환층에서 재 발광할 때 색 변환 결과를 
무기 형광체와 양자점의 여러 가지 혼합 비율에 따라 전계발광 스펙트럼을 통해 관측하였다. 또한, 전
압을 12 V 에서 16 V까지 변화하였을 때 색좌표가 (0.32, 0.34)에서 (0.30, 0.33)으로 적은 변화를 보여 
높은 색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양자점과 무기 형광체를 혼합한 색변환층을 이
용한 백색 유기발광소자의 색 변환 효율 증가와 색안정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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