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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tudy the AC driving mechanism for OLED lighting, the fluorescent OLEDs were fabricated
and the electroluminescent characteristics of the OLEDs by AC forward bias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the driving method of OLED by AC forward bias under the same voltage and the same current density,
degradation of luminescent characteristics for elapsed time progressed faster than in the case of the driving
method by DC bias. These phenomena were caused by the peak voltage of AC forward bias which is
times higher than the DC voltage. In addition, the degradation of the OLED was accelerated because the
AC forward bias had come close to the upper limit of the allowable voltage range even though the peak
voltage didn’t exceed the allowable range of the OLED. However, the fabricated fluorescent OLED showed
little degradation of OLED characteristics due to AC forward bias from 0 V to 6.04 V. Therefore, OLED
lighting by AC driving will become commercialized if sufficient luminance is realized at a voltage at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OLED are not degradation by the AC driv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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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수송층을 사용하고 Alq3를 발광층으로 사용

한 높은 효율의 다층구조 유기 전계 발광 소자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OLED)가 보고된

이후 O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조명용 광원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조명분야에

서 OLED는 발광층 물질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

여 태양광에 가까운 고연색성 광원구현이 가능하며

별도의 광학설계 없이도 균일한 밝기의 면광원 형

태의 조명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종이처럼 얇고 가

벼우며 휘어지는 조명의 구현이 가능하고 발열 문

제가 없어 LED에 사용되는 방열기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 조명과 비교하여 우수한 디자인 자유

도를 가질 수 있다[2-5].

OLED의 경우 일반적으로 DC (Direct Current) 전

원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일반가정환경에서 조명으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C (Alternating Current) 전

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해주는 AC / DC 변환기

를 포함하는 전원 공급 장치를 요구하고, 높은 효

율을 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방식의 전원 공급 장치를 채

용하고 있다. SMPS는 낮은 수명 특성으로 조명기

구를 전원 공급 장치 일체형으로 제작할 경우 장수

명의 광원이더라도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 수명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OLED를 사용하여 조

명 기구를 제작할 경우 광원 자체가 갖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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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가 우수하더라도 큰 부피를 차지하는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 디자인 자유도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GaN 기반 고효율 청색 LED 개발을 통해 상

용화한 LED 조명의 경우 SMPS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류구동 방식 LED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9]. OLED에서도 교류 직

결 구동이 가능한 OLED를 제작할 수 있다면 OLED

조명의 구동부가 단순해져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

고, 전원 공급 장치가 소비하는 전력만큼 전력 절

감이 가능하며, 디자인 자유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구동 방식 OLED와 관련하여 선행연

구를 통해 AC/DC 변환기 없이 OLED의 상용 교

류전원을 직접 연결하여 구동 가능성을 확인한 바

가 있다[5]. 조명 분야에서 직류 구동 방식 OLED

대비 교류 구동 방식 OLED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교류 구동 방식에 따른 OLED의 전계

발광 특성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LED의 교류구동방식에서 교류

전원 성분 중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OLED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형광 OLED를 제작

하였다. 제작한 형광 OLED에 다양한 전압의 교류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하여 교류 전원의 순방향

바이어스 성분이 형광 OLED의 발광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류 순방향 바이어스

와 직류 순방향 바이어스에 의한 OLED의 시간에

따른 발광특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그림 1은 ITO / 2-TNATA (4,4,4-tris2-naphthylphenyl

-aminotriphenylamine) / NPB (N,N-bis-(1-naphyl)-

N,N'-diphenyl-1,1'- biphenyl-4,4'-diamine) / Alq3

(tris(quinolin-8-olato)aluminum) : 1 vol.% Rubrene

(5,6,11,12-tetraphenylnaphthacene) / Alq3 / LiF / Al

구조로 제작한 형광 OLED를 나타낸 것이다. OLED

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한 ITO (Indium Tin

Oxide)는 면저항 10 Ω/□이고, 유기물과 음극 전극

은 열 기상증착 방식을 사용하여 1.0 × 10-6 torr 이

하의 고진공에서 증착하였다. 유기물 및 금속 박막

은 각각 유기물은 1.5 Å/s, LiF는 0.5 Å/s, Al은 2

Å/s의 증착 속도로 증착하였다[5].

그림 2(a)는 OLED의 발광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I-V-L 측정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직류 전

원과 순방향 바이어스 교류 전원의 인가 시간에 따

른 발광 특성의 변화는 Photo Research사의 PR-650

Spectrasc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2(b)는

OLED에 다양한 전압의 교류 순방향 바이어스 전

원을 공급하기 위한 OLED 전원 공급 장치의 회로

도를 나타낸 것이다. 다양한 전압의 순방향 바이어

스 교류 전원을 OLED에 인가하기 위하여 교류 공

급원으로 변압기를 사용하여 60 Hz의 주파수와 20 V

의 실효 전압을 갖는 교류 전원을 인가하였다. 이

때 교류 전원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바리스터

Fig. 1. Structure of fluorescent OLED.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I-V-L measurement
system and (b) AC forward bias driving board for
O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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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stor)를 변압기 출력 양단에 병렬로 연결하여

출력 전압의 흔들림에 따른 과전압을 방지하였다.

교류 전압은 변압기의 한쪽 끝단에 연결되어 있는

정류 다이오드를 통하여 반파 정류되어 역 바이어

스 성분이 제거된 순방향 바이어스 교류 성분만

OLED 출력 단의 각 채널에 인가하였다. OLED의

출력 단자는 총 4개 채널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출력 단자는 OLED의 출력 단자와 병렬로 구성된

가변 저항을 통하여 실효치 전압 20 V로부터 전압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0, 4, 6, 8, 10 V의 교

류 순방향 바이어스를 OLED에 인가하였다. 이때

공급되는 교류 순방향 바이어스 전원은 디지털 멀

티미터(Hioki, 3280-10)로 측정하여 전압을 확인한

후에 출력 단의 스위치를 통하여 인가하여 2차적으

로 과전압에 따른 OLED 손상을 방지하였다. 출력

되는 교류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의 파형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Agilent DSI-X2013)를 출력 단자에 연

결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3(a)는 교류 전원의 첨두

치 전압(Vpk : peak voltage)과 실효치 전압(Vrms :

root-mean-square voltage)을 나타낸 것이다. OLED

구동에 사용되는 상용 교류 전원은 60 Hz의 주파수

와 직류 전압 보다 배 높은 첨두치 전압을 갖

는 사인파이고, 교류 순방향 바이어스 성분에 따른

OLED의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역 바이어스 성분

을 제거한 전원을 인가하여야 한다. OLED에 인가

되는 순방향 바이어스 성분만을 갖는 교류전원은

그림 3(b)와 같이 실효 전압(Vrms)보다 배 높은

첨두치 전압(Vpk)을 갖는 순방향 반파정류 바이어

스가 인가되고, 비교 실험을 위해 그림 3(c)와 같이

교류의 첨두치 전압(Vpk)의 0.707배인 직류전원을

듀티비(duty ratio) 50%로 하여 동일한 조건의

OLED에 인가하였다[5].

3. 결과 및 고찰

그림 4는 직류 전원과 순방향 바이어스 교류 전

원을 인가한 OLED의 인가전압에 대한 전류 밀도

를 나타낸 것이다. 직류 전원과 순방향 바이어스 교

류 전원의 인가에 의하여 전류 밀도는 지수 함수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순방향 바이어

스 교류 전원을 인가한 경우에는 낮은 인가전압에

서 직류 전원을 인가한 경우보다 높은 전류 밀도를

나타내나 어떤 전압에서 교차 한 후 높은 인가전압

에서는 직류 전원을 인가한 경우보다 낮은 전류 밀

도를 나타내었다. 직류 전원과 순방향 바이어스 교

류 전원을 인가한 OLED의 인가전압과 전류 밀도

가 교차하여 일치하는 지점을 찾기 위하여 실험적

으로 얻어낸 전압-전류 밀도 특성으로부터 적합한

식을 도출하였다. 식 (1)은 직류 전원을 인가한

OLED의 인가전압에 대한 전류 밀도로부터 도출한

식이고, 식 (2)는 순방향 바이어스 교류 전원을 인

가한 OLED의 인가전압에 대한 전류 밀도로부터

도출된 식을 나타낸 것이다.

(1)

(2)

식 (1)에서 Vdc와 Idc는 OLED에 인가되는 직류 전

원의 전압과 전류 밀도를 나타내고, 식 (2)에서 Vfac

와 Ifac는 순방향 바이어스 교류 전원의 전압과 전

류 밀도이다. 두 식으로부터 직류 전압과 순방향 바

2

2

Idc 6
5–

Vdc

5.2086
×=

Ifac 0.0005 Vfac

4.5794
×=

Fig. 3. (a) Relationship of root-mean-square voltage
and peak voltage with AC power source, (b) driving
mechanism of OLED with AC half-forward bias and (c)
DC bias.

Fig. 4. Current density vs. applied voltage
characteristics for fluorescent OLED with AC forward
bias and DC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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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스 교류 전압에서 OLED에 인가되는 전류 밀

도가 같아지는 구동 전압은 8.65 V로 계산되었다.

그림 5는 직류 전원과 순방향 바이어스 교류 전

원으로 그림 4에서 전압과 전류 밀도가 일치하는

8.65 V의 구동전압에서 OLED의 시간에 따른 전류

밀도, 발광 휘도, 전류 발광 효율, 전력 발광 효율

의 경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은 그림 5의 실험 결과를 초기 발광 특성 대비 940

분이 경과한 후의 발광특성을 변화율로 나타낸 것

이다. 직류 전원을 인가한 OLED의 경우 940분이

경과한 후 전류 밀도는 49.4%, 발광 휘도는 44.4%,

전류 발광 효율은 90.0%, 전력 발광 효율은 86.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순방향 바이어스 교류 전원

을 인가한 OLED의 경우 940분이 경과한 후 전류

밀도는 40.3%, 발광 휘도는 31.2%, 전류 발광 효율

은 77.4%, 전력 발광 효율은 73.2% 수준으로 특성

저하가 발생하였다. 즉, 8.65 V의 구동 전압에서 순

방향 교류 전원을 인가한 형광 OLED가 동일한 전

압의 직류 전원을 인가한 OLED에 비해 시간에 따

른 전기 발광 특성의 저하가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순방향 교류 전원을 OLED

에 인가한 경우가 직류 전원을 인가한 경우보다 열

화를 가속시켰다. 이러한 이유는 순방향 교류 전원

을 인가한 경우 교류 전압 8.65 V는 직류 전원 대

비 배 높은 약 12.23 V의 첨두치 전압이 OLED

에 인가되어 열화를 가속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6은 첨두치 전압에 의한 OLED의 열화를 검

2

Fig. 5. Electroluminescent characteristics of fluorescent OLED according to elapsed time with AC forward bias and
DC bias of 8.65V. (a) current density, (b) luminance, (c) current efficiency, (d) power efficiency.

Table 1. Decreasing ratio for electroluminescent characteristics of fluorescent OLED with DC bias and AC forward
bias of 8.65 V at elapsed time of 940 min.

Power source
(at 8.65 V)

Decreasing ratio (%, )

Current density Luminance Current efficiency Power efficiency

DC bias 49.4 44.4 90.0 86.9

AC forward bias 40.3 31.2 77.4 73.2

I V– L940min–

I V– L
0mi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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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하여 직류구동 OLED의 전계 발광 특성

을 측정하였다. 그림 6 (a)는 직류 구동 형광 OLED

의 전압에 따른 전류 밀도와 발광 휘도를 나타낸

것이다. 소자에 인가된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

밀도와 발광 휘도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다. 그러

나 인가전압이 12 V 이상으로 증가하면 소자가 파

괴되어 전류 밀도와 발광 휘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6 (b)는 직류 구동 형광

OLED의 전압에 따른 전류 발광 효율과 전력 발광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인가전압에 따른 전류 발광

효율과 전력 발광 효율은 인가전압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약 5~5.5 V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발광 효

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는 인가전압의 증가에

의하여 운반자의 주입이 용이하게 되어 5~5.5 V 구

간에서 주입된 전자와 정공의 양이 최적화된 균형

을 유지하게 되어 가장 높은 발광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소자에 인가된 전압이 5.5 V

를 초과하면 운반자의 과잉 주입에 의하여 롤 오프

(roll-off) 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발광 효율이 감소

할 수 있다[10-14]. 그림 6의 결과를 교류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에 대응해 보면 8.65 V의 교류 전원

이 갖는 첨두치 전압은 약 12.23 V로 교류구동 시

소자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전압이

60 Hz 주기로 인가되어 소자의 열화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순방향 교류 전원을 인가한

OLED의 급격한 발광 효율 저하는 높은 첨두치 전

압으로 인한 OLED의 열화가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순방향 교류전원의 첨두치 전압이 소자

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류 밀

도, 발광 휘도, 전류 발광 효율, 전력 발광 효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특성 변화는 소자 제작 직

후의 전류밀도, 발광 휘도, 전류 발광 효율, 전력 발

광 효율을 DC 전압 4 V부터 10 V까지 1 V 간격으

로 증가하며 측정하고, 940분 동안 0, 4, 6, 8, 10 V

의 순방향 교류 전압을 인가한 후 소자 제작 직후

와 동일하게 4 V에서 10 V까지 1 V 간격으로 증가

하며 측정하였다. 0 V는 순방향 교류 전원을 인가

하지 않고 대기 중에서 보관한 것을 의미한다. 감

소율은 4 V부터 10 V까지 1 V 간격으로 측정한 각

각의 DC 전압에 대한 전류밀도, 발광 휘도, 전류

발광 효율, 전력 발광 효율을 소자 제작 직후와 940

분경과 후의 변화율로 계산하고, 4 V부터 10 V까지

1 V 간격으로 계산된 변화율을 평균하여 나타낸 것

이다. 전류 밀도는 순방향 교류 전원의 인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발광 휘도는 6 V까지는 전류 밀도

감소와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나, 인가

전압 8, 10 V에서는 발광 휘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Fig. 6. Emission characteristics of fluorescent OLED
with DC bias. (a) current density and luminance vs.
applied voltage, (b) current efficiency and power
efficiency vs. applied voltage.

Fig. 7. Decreasing ratio for current density, luminance,
current efficiency, power efficiency of fluorescent
OLEDs according to applied of AC forward bias during
94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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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나타내었다. 인가전압 8, 10 V에서 발광 휘

도의 급격한 감소로 전류 발광 효율과 전력 발광

효율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발광 특성의 급격한 감

소가 일어나는 인가전압 8 V에 상응하는 첨두치 전

압은 약 11.3 V로 그림 6에서 소자의 열화가 시작

되는 12 V 미만이나 급격한 발광 특성의 감소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6에서 전압의 허용

된 범위 이내에서도 시간 경과에 따라 허용된 범위

의 상한 값에 근접한 전압에서는 OLED의 열화 특

성이 가속화된 결과이다. 또한 OLED의 소자 특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적절한 범위의 첨두치 전압

을 갖는 순방향 교류 전원의 경우 열화에 의한 발

광 특성 저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의 전력 발광 효율의 결과 값에

대한 적합한 식을 유도하여 식 (3)과 식 (4)에 나타

내었다. 

(3)

(4)

식 (3)은 전력발광효율 평균 감소율의 0~6 V 구

간에 대한 유도식이며, 식 (4)는 8~10 V 구간에 대

한 유도식이다. 식 (3)과 식 (4)에서 EFfac0V − 6V와

EFfac8V − 10V는 각각 0~6 V구간과 8~10 V 구간의 전

력발광효율의 평균 감소율이고, Vmax(maximum

voltage)는 열화에 의한 전계 발광 특성이 저하되지

않는 최대 전압을 의미한다. 유도한 두 식으로부터

발광 특성 저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대 전압은

6.04 V로 계산되었다. 실험결과를 통해 소자 특성이

저하되지 않는 교류 전압 영역에서 OLED를 구동

하여 충분한 휘도를 구현할 경우 교류 구동 방식

OLED가 갖는 장점들을 살릴 수 있으므로 교류 구

동에 의한 OLED 조명의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다.

4. 결 론

상용 교류 전원에서 동작하는 조명용 OLED의 연

구를 위하여 교류 순방향 바이어스에 따른 형광

OLED의 전계 발광 특성을 분석하였다. 직류 전원

과 교류 순방향 전원을 인가하여 동일한 전압과 전

류를 나타내는 8.65 V에서 직류 전원을 인가한

OLED보다 순방향 바이어스 교류 전원을 인가한

OLED가 시간 경과에 따라 발광 특성의 저하가 빠

르게 진행되었다. 이 현상은 8.65 V의 순방향 바이

어스 교류 전원이 갖는 첨두치 전압은 12.23 V로

제작된 OLED가 허용할 수 있는 전압을 초과하여

소자를 파괴할 수 있는 전류가 60 Hz 주기로 인가

되어 열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교류 전원의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한 후 940분

이 경과한 OLED에서는 인가전압이 OLED가 허용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첨두치 전압을

갖더라도 첨두치 전압 근처의 교류 전압에 의하여

급격한 특성 저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교류 전원

의 모든 전압 범위에서 OLED의 열화에 의한 특성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OLED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전압에서는 순방향 바이어스 전원에

따른 특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서 발광 특성 저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대 전압

은 6.04 V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자의 특성이

저하되지 않는 전압에서 OLED를 구동하면 상용 교

류 구동에 의한 OLED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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