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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라인을 이용한 플렉시블 OLED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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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apsulation of a Flexible OLED Using a Seal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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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ncapsulation of the flexible OLED devices requires a low temperature process and great barrier

characteristics against the permeation of water vapor and oxygen. We suggest a new OLED encapsulation

method for the flexible OLED device using a sealing line instead of the TFE encapsulation. For the

experiments, polyimide substrate with Cu layer was used. First, 0.5 mm width Cu pattern was formed on

the polyimide substrate and sealing material was printed on it, followed by the heating. For the sealing line,

two different designs are compared. First, a mixture of LMPA and epoxy was investigated to develope the

LMPA-epoxy double line structure. In this case, control of the spreadability of the epoxy was a key issue, as

the epoxy spread out on the polyimide substrate when the viscosity was low, therefore, various ways were

tried to control the spreadability of the polymer. Secondly, LMPA single line was manufactured and the

reliability characteristics such as adhesion, bending characteristics and WVTR(water vapor transmission

ratio)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double lin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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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소자 내부로 수분 또는 공기가 침투하면 내부의 유

기발광물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디바이스의 성능을 저해

하며, 소자의 수명을 감소시키게 된다 [1]. 이를 막기 위해

서는 수분과 공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봉지

(encapsulation)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렉시블 기판을 이용한

OLED 소자의 경우에는, 봉지 기술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기

존의 유리 기판이 완벽한 가스 차단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하여 플렉시블 기판은 수분 또는 공기에 대한 차단

특성이 미약하므로 별도의 배리어 코팅 등을 필요로 한다

. Bottom emission 구조의 OLED 소자의 경우 상부 기판

은 불투명한 금속 포일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부 기

판은 투명해야 하므로 하부 기판의 배리어 코팅이 기술적

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둘째, 플렉시블 기판을 이용한

OLED 소자의 경우는 기판의 열적인 변형과 손상을 고려

하여 공정온도를 낮게 제한해야 한다. 셋째, 플렉시블 소자

는 그 사용에 있어 반복적인 굽힘 변형을 겪게 되므로 반

복 굽힘 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플렉시블 기판을 이용한

OLED 소자의 봉지 방식으로는 유기와 무기 박막층을 연

속적으로 증착하는 박막봉지(TFE: thin film encapsulation)

기술이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

법으로는 고분자 폴리머와 AlOX 를 각각 반복적으로 4개

층으로 증착한 박막봉지 기술[2], CFX, Si3N4 층을 여러

층 반복 증착한 기술[3], PVAC, PMMA, CYTOP 고분자

배리어를 이용한 기술[4], Al2O3와 고분자 폴리머를 반복

증착한 기술[5] 등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박막봉지(TFE) 방식은 증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핀 홀이나 크랙 등에 의한 신뢰성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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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으며[2], 다층 박막 층의 계면으로의 가스침투 문제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유리 기판을 이용한 OLED 소자의 새

로운 봉지기술로서 저융점합금(LMPA: Low melting point

alloy)과 에폭시를 혼합한 봉지재를 열처리로에서 가열하여

상 분리를 유도하여, 수분과 공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저

융점 합금(Sn-58Bi) 라인과 접착력에 기여하는 에폭시 라

인의 이중 라인 구조를 형성하는 봉지 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6,7]. 이 방법은 인쇄, 디스펜싱 등의 상압공정을 이

용하여 OLED 소자의 외곽에 실링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으

로서 저가공정, 대량생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 측

면에서도 기존의 박막봉지 기술에 비하여 더 우수한 특성

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기술을

플렉시블 기판을 이용한 OLED 소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판이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

뀜으로 인하여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들에는, 플라스틱

기판 자체의 배리어 특성(내투습성) 확보, 플라스틱 기판의

열 변형 및 열 손상, 플라스틱 기판과 실링라인 물질과의

젖음 특성으로 인한 퍼짐성 제어, 플라스틱 기판과 실링라

인과의 접합특성, 반복 굽힘 변형에 대한 실링라인의 안정

성 등이 주요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이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한 OLED 소자의 봉지

(encapsulation) 기술로서 실링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폴리이미드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실링라인에 사용하는 저 융점 합금으로는 공정합금 조성의

용융온도가 139 oC인 Sn-58Bi (Tamura Co.) 조성을 선택

하였다. 이때 저 융점 합금과 기판과의 접착은 금속-폴리

머의 접합으로서 이종 접합 간에 충분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접합을 유도하기 위한 중간층

(interlayer)으로서 Cu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그림 1의 Sn-

Cu 상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100 oC 이하에서도 Cu와 Sn

화합물이 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를 중간층으로 사용하여 저융점합금 조성인 Sn-58Bi 와

의 선택적인 젖음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폴리이미드 기판은 두께가 40 μm 으로서, 기판 위에는 접

착을 위한 중간층 및 Cu의 전해도금에 대한 seed 층으로

서 24 nm 두께의 Ni-Cr층이 스퍼터 코팅되어 있고, 그 위

에 Cu가 2 μm 두께로 전기도금으로 코팅되어 있다. 이렇

게 코팅된 Cu 층을 포토리소그래피와 알루미늄 에천트

(Cyantek Co.)와 크롬 에천트를 이용하여 폴리이미드 기판

상에 폭이 0.5 mm인 직선 혹은 사각형의 폐곡선 형태(그

림 2(a))로 패턴을 형성하였다. 

실링라인의 재료로서는 유리 기판에 대한 실험에서 사용

했던 Sn-58Bi와 에폭시의 혼합물을 사용한 실험과 Sn-

58Bi 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

하였다. 실링라인에서 저융점합금의 역할은 치밀한 봉지라

인을 형성하여 수분과 공기의 침투에 대한 차단 능력을 제

공하며, 에폭시는 기판 사이의 접착력을 보강하고 밀봉 선

에 존재하는 핀 홀, 공극 등을 메꾸는 역할을 담당한다[6].

본 연구에서는 공정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열 경화형이 아

닌 UV 경화형 에폭시(Becker Industrial Coatings Co.)를

사용하였다. Sn-58Bi와 에폭시 혼합물을 교반하기 위하여

볼밀(ball mill)을 이용하여 400 RPM으로 20분간 교반하

였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UV 경화형 에폭시는 일액형

으로서 경화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제조한 실링

라인용 봉지재를 스크린 인쇄를 이용하여 중간층으로 제작

된 Cu패턴 상에 도포하였다. 봉지재의 인쇄 선폭은 Cu 패

턴의 선폭인 0.5 mm와 동일하게 설계하였으며, 인쇄 작업

은 ST#325 스크린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혼합물에서 에폭

시의 함량이 1.0 wt% 이상인 경우에는 혼합물의 점도가

매우 묽어져 스크린 마스크를 이용한 인쇄에 적합하지 않

았으므로, 에폭시의 함량은 선행실험의 결과에 의거하여

1.0 wt% 한도 내에서 변경하였다. 에폭시가 자외선에 노출

되면 Sn-58Bi와 에폭시의 상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 에폭

시가 경화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의 제조에

서 인쇄까지 모든 공정은 자외선이 차단된 황색 형광등 아

Fig. 1. Phase diagram of Sn-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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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 진행하였다. 그림 2에서 (a)는 폴리이미드 기판 상

에 먼저 형성해 놓은 Cu 패턴이며, (b)는 봉지재를 Cu 패

턴 상에 인쇄하여 얻어진 실링 라인의 모습이다. 

원활한 상 분리를 위하여 상부 폴리이미드 기판에도 동

일한 형태로 Cu패턴을 형성하여 실링라인이 두 장의 폴리

이미드 기판 사이에서 기판 상의 Cu 패턴과 접착되도록

하였다. 실링라인 내의 저융점합금을 용융하기 위해서는 실

링라인에 열을 가해야 한다. 본 연구팀은 유리 기판을 사

용한 기존 연구에서 소자 내부의 유기발광물질의 손상 없

이 실링라인만을 가열 접합하는 방식으로 실링라인에 전류

를 흘려서 발생하는 주울 열을 이용하는 실험결과를 발표

했었다 [7,8]. 그런데 폴리이미드 기판의 경우에는 기판이

매우 얇아서 강성이 없고 융점이 낮으므로 기판 상의 Cu

전극에 전류를 가하는 순간 그 열에 의해 기판이 변형되고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링

라인에 열을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립으로 기판 2장을

접착한 상태에서 열처리로에 투입하는 방법과 그림 3과 같

이 가압과 가열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hot bar를 제작하

여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hot bar의 헤드 부위에는 실링라인 패

턴과 동일한 패턴으로 열선이 배선되어 있어 실링 라인만

부분적으로 가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열압

착하여 저 융점 합금과 에폭시의 상분리를 일으킨 후에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에폭시를 경화함으로써 접합특성을 개

선하였다. UV경화는 4.8 W와 365 nm 파장을 가지는 자외

선 램프를 10초 동안 조사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실링라인을 이용하여 폴리이미드 기판

2장을 접착한 이후에는 그 접합특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접

착된 샘플을 콜드 마운팅하여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

경(SEM)으로 접착계면을 평가하였으며, 샘플을 굽힌 상태

에서 시간을 경과하면서 접합부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 또한 그림 4의 반복 굽힘 특성 평가 장비를 이용하여 곡

률반경을 5, 10, 15 mm 등으로 달리 하며 0.5 Hz 주기로

1,000 회 반복 굽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림 5는 반복

굽힘 테스트를 위하여 제작한 시편의 모양으로서 7 cm ×

3 cm 크기의 폴리이미드 기판 위에 선폭이 0.5 mm인 직

선 형태의 Cu 패턴을 먼저 형성하고 그 위에 실링 라인을

형성하여 사용하였다. 반복 굽힘 이후의 특성변화로서는 외

관상의 변화를 우선 확인하였고, 정확한 확인방법으로는 시

편의 양쪽 끝으로 인출된 전극 단자를 이용하여 반복 굽힘

Fig. 2. Sealing line pattern. (a) Cu pattern (b) after printing

Fig. 3. Hot bar used for hot press of the sealing line in this study. (a)
conceptual drawing (b) photograph of the head part

Fig. 4. Experimental set up for the repetitive bending test of the
sealing lin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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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이후의 선저항의 변화를 측정,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LMPA와 에폭시의 이중 라인을 이용한 접합

그림 6은 LMPA와 에폭시의 이중 라인을 이용한 접합방

식에 대한 개념도이다. 플라스틱 기판 위에 라인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간층 Cu 패턴 위에 (a)와 같이 저 융점

합금과 에폭시의 혼합물을 도포하며 이를 열처리하면 (b)

에서 보듯이 저 융점 합금 내의 Sn 성분과 Cu 패턴이 반

응하여 그림 1에서 설명했던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이 반응에 의하여 저 융점 합금이 Cu 패턴과 접합하게 된

다. 또한 이로 인하여 에폭시 성분은 Cu 패턴 바깥으로

분리된다. 그 결과 저융점 합금의 치밀한 구조는 가스 차

단 역할을 하며 그 옆으로 분리된 에폭시 라인은 플라스틱

기판과의 접착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굽힘 변형 시에 내구

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림 7은 열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이중 라인 구조의 사

진으로서 상 분리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제시하였

다. 그림에서 a는 기판 상에 먼저 형성되어 있던 중간층인

Cu 패턴의 선폭이며, b는 용융된 저융점 합금의 선폭, c는

혼합물에서 분리되어 외부로 밀려난 에폭시의 선폭을 뜻한

다. 이와 같은 상 분리 특성을 정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

록 아래와 같이 상 분리도(α)와 퍼짐도(β)를 정의한다 [7].

상 분리도(α) = b/a (1)

퍼짐도(β) = c/a (2)

상 분리도(α)는 저융점 합금의 선폭이 미리 형성되어 있

던 중간 층 패턴과 일치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고려할 때

1의 값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에폭시의 경우에

는 저 융점 합금 라인의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

Fig. 5. Design of the sealing line for the repetitive bending test.

Fig. 6. Conceptual drawing of the double line structure. (a) as
printed (b) after heating

Fig. 7. Phase separation characteristic in the double line structure
afte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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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며, 소자 내부의 발광 면적으로의 침투 위험성을

고려하면 퍼짐도(β)는 2~3 정도의 값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그림 8은 폴리이미드 기판 상에서 열처리에 의하여 상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는 광학 현미경 사진이다. 에폭시의

양을 0.5 wt% 와 1.0 wt% 로 달리하며 인쇄하였으나 그림

에서 보듯이 상분리를 위하여 실링 라인에 열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점도가 낮아진 에폭시가 실링 라인의 외곽으로

수 cm 이상 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유리 기판의 경우

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퍼짐도(β)를 2~3 정도

로 관리할 수 있었음에 비하여[7], 폴리이미드 기판에서는

퍼짐성이 제어가 되지 않는 원인으로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기판의 표면 거칠기는 유리 기판은 수 Å인데

비하여 폴리이미드 기판은 수백 Å이므로 이것이 퍼짐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다른 요인으로는 에폭시와 기판 사

이의 계면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무기물인 유리 기판

보다는 유기물인 폴리이미드 기판의 경우가 에폭시와의 계

면 에너지가 더 낮을 것이며 이는 에폭시가 퍼지는 원인으

로 작용한다. 다른 요인으로는 에폭시 표면에 존재하는 미

세 기공 들이 점도가 낮은 에폭시가 퍼지도록 작용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이미드 기판에 대한 퍼짐성이

작은 접착제 성분을 조사하였고, 그림 9는 그 중 하나로서

고무 베이스의 실리콘 레진에 실란을 혼합하여 사용한 결

과를 보여준다. (a)와 같이 패턴의 선폭을 2, 4, 6, 8, 10

mm로 간이 마스크를 제작하였으며 (b)는 실리콘 레진과

실란의 혼합물을 인쇄한 것이다. (c)는 이를 열처리 한 것

으로서 폴리이미드 기판 2장 사이에서 레진의 퍼짐성이 제

어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에폭시에 비하여 실리콘 레

진은 접착력이 약해서 선폭이 2, 4, 6 mm인 경우는 폴리

이미드 기판 2장 사이에 접합특성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림 10은 저융점 합금과 그림 9의 접착제를 혼합

하여 이중 라인 구조의 실링 라인을 형성한 것이다. 결과

적으로 실리콘 레진을 사용하면 폴리이미드 기판 상에서

퍼짐성은 제어할 수 있지만 접착력이 약해서 6 mm 이상의

선폭으로 형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저융점 합금의

선폭이 0.5 mm 임을 고려할 때 허용할 수 없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폭시 수지가 경화제와 반응하여 경화될 때에 분자의

구조와 배치가 특이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구

조의 폴리머를 혼합하면 기존의 경화물의 물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특이한 성질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으

므로, 폴리이미드 기판에서 퍼짐성이 제어되면서 가는 선

폭으로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는 접착제에 대해서는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하여 개선된 조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3.2 LMPA 단일 라인을 이용한 접합

본 연구에서는 실링재료의 또 다른 방향으로서 그림 11

과 같이 LMPA 단일 라인만을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

다. (a)는 폴리이미드 기판 위에 미리 형성해 놓은 Cu 패

턴이며 (b)는 그 위에 Sn-58Bi 합금을 인쇄하여 열처리한

사진이다. 또한 (c)는 두 장의 폴리이미드 기판을 실링라

인을 이용하여 접합한 사진이다. 폴리이미드 기판과의 접

Fig. 8. Spreadability of the epoxy between two polyimide substrates
for different epoxy ratio. (a) 0.5 wt% (b) 1.0 wt%

Fig. 9. Spreadability of the silicon resin between two polyimide
substrates. (a) pattern mask (b) after printing (c) after heating

Fig. 10. Photograph of the double line sealing using silicon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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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위한 중간층으로 미리 형성해 놓은 Cu 패턴과의 화

학반응을 통하여 Sn-58Bi 합금이 잘 정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퍼짐성도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다. 

그림 12는 이와 같이 폴리이미드 기판 상에 형성된

LMPA 단일 라인에 대한 접착력 평가를 위한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상하 기판 모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i-Cr과 Cu가 코팅된 기판을 이용하였으며 [9], 상부 기판

의 경우에는 길쭉한 형태로 제작하여 이를 잡아당겨서 접

착력을 평가하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그림 13은 실질적인

제작 공정을 설명한 것으로서 상부 기판에 형성된 LMPA

실링 라인을 핫플레이트에서 pre-baking하여 LMPA 내부

의 유기물 성분을 제거한 이후에 하부 기판과 열 압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pre-baking 시간을 20~30초

로 하는 것이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30초 이상의

경우에는 접착력이 오히려 저하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조

건으로 제작한 샘플의 접착력은 폴리이미드 기판이 찢어질

때까지 접착 부위의 접착력이 유지되는 강한 접착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리 기판의 경우에는 LMPA 라인만으

로는 기판 두 장 사이에 충분한 접합 특성이 부여되지 않

았음에 비하여 [7], 플라스틱 기판에서는 저 융점 합금의

단일 라인만으로 실링 라인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3 굽힘 변형 테스트

플렉시블 소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

는 특성은 굽힘 변형에 대한 안정성이다. 플렉시블 소자에

서 ITO 박막이나 TFE 다층박막에서도 굽힘 변형 특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뢰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MPA 단일 실링라인으로 폴리이미

드 두 장을 접합한 그림 11(c) 시편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굽힘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그림

14와같이 곡률반경 r을 5 mm로 유지한 상태에서 24시간

유지한 후 외관을 확인한 결과 접착 특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그림 11(c)의 시편을 그림 4의 장비를 이용

하여 반복 굽힘 테스트 하였다. 테스트 이후에는 육안 상

으로 접합 특성에 이상이 없음을 우선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밀한 특성 평가를 위하여 그림 15와같이 선 저항 변화

를 평가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저 융점 합금인 Sn-

58Bi는 그림 5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여 양단의 선 저항을

측정하였을 때 곡률반경과 무관하게 선 저항이 150 Ω으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그림 15에서 보듯이 1,000회

반복 굽힘 테스트 이후에는 곡률반경이 작을수록 선 저항

의 증가 폭이 커서, 곡률반경이 가장 작은 r=5 mm의 경

우는 선 저항이 2배 가까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곡률반경이 5 mm로 1,000회 반복 굽

힘 테스트를 마친 샘플에 대하여 그림 16과 같이 실링라

Fig. 11. Photograph of the encapsulation using LMPA single sealing
line. (a) Cu pattern (b) sealing line (c) two PI substrates

Fig. 12. Schematic drawing which shows the samples for the peel
test

Fig. 13. Procedure of the sample preparation for the pe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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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위의 단면을 SEM 으로 관찰하였다. 1,000배와

10,000배 확대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계면이 분리되거나

Cu-Ni-Cr 접합 층의 파괴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굽힘

의 정도가 심한 r=5 mm 조건에서 1,000회 반복 굽힘 변

형을 실시하여도 실링 라인에 물리적인 결함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저항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현미경으로 관찰되지 않는 미세한 변

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러한 선

저항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과 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그림 15와 그림 16은 반복

굽힘 변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저 융점 합금 단일 라인으로

구성된 실링 라인이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 굽힘 변형 과정에서 실링 라인이 파손되거나

기판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선저항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가지 굽힘 변형 테스트 결과는 폴리이미드 기

판을 이용한 OLED 소자의 봉지 기술로써 저 융점 합금

의 단일 라인을 이용한 실링 라인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굽힘 변형 테스트 다음 단계의 신

뢰성 평가로서는 Ca 테스트와 MOCON 테스트 등을 통하

여 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io) 특성을 정

량화하고, OLED 간이소자 제작을 통하여 수명 특성을 정

량화하는 것 등이 예정되어 있다. 

4. 결 론

40 μm 두께의 폴리이미드 기판 상에 2 μm 두께로 전

기 도금된 Cu 층을 식각하여 0.5 mm 선폭으로 Cu 패턴

을 형성하였다. 그 위에 실링 라인으로서 저 융점 합금

(Sn-58Bi)을 인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14. Bending test at r = 5 mm. 

Fig. 15. Comparison of the line resistance before and after bending
test at various curvature of the radius.

Fig. 16. SEM image of the cross section of the sealing line after
1,000 times bending test at r = 5 mm. (a) 1,000 X (b) 10,000 X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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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58Bi 합금에 에폭시를 혼합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에폭시의 양을 변경해도 열처리 과정에서 에폭시가 퍼지는

현상을 제어할 수 없었다.

2. Sn-58Bi 합금에 실리콘 레진을 혼합하여 인쇄한 경우

에는 레진의 퍼짐성을 제어할 수 있었으나, 접착력이 약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3. Sn-58Bi 합금만을 인쇄한 경우 퍼짐성이 양호하였으

며, 곡률반경 5 mm 에서도 폴리이미드 기판 두 장 사이

에서 충분한 접합특성이 유지되었다. 1,000회 굽힘 반복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선 저항의 증가폭이 미미한 것으로

보아 반복 굽힘 변형에 대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유리 기판의 경우와는 다르게 폴리이미드 기

판의 경우는 저 융점 합금만으로도 우수한 접합특성을 얻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한 OLED 소자의 새로운 봉지 방법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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