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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source evaporation is one of the methods to improve the thickness uniformity of thin films deposited by

evaporation. In this study, a simulator for the relative thickness profile of a thin film deposited by a multi-source evaporation

system was developed. Using this simulator, the relative thickness profiles of the evaporated thin films were simulated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the number and arrangements of sources and source-to-substrate distance. The optimum conditions,

in which the thickness uniformity is minimized, and the corresponding efficiency, were obtained. The substrate was a 5th

generation substrate (dimensions of 1300 mm × 1100 mm). The number of sources and source-to-substrate distance were varied

from 1 to 6 and 0 to the length of the major axis of the substrate (1300 mm), respectively. When the source plane, the area

on which sources can be located, is limited to the substrate dimension, the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obtained when the

number of sources is 6, was 3.3%; the corresponding efficiency was 16.6%. When the dimension of the source plane is enlarged

two times, the thickness uniformity is remarkably improved while the efficiency is decreased. The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obtained when the number of sources is 6, was 0.5%; the corresponding efficiency was decreased to 9.1%. The

expansion of the source plane brings about not only the improvement of the thickness uniformity, but also a decrement of the

efficiency and an enlargement of equipment.

Key words thickness uniformity, evaporation, simulation.

 1. 서  론

진공증착법(evaporation)은 증발소스(source)를 열 또는

전자빔(e-beam) 등의 방법으로 가열하여 소스에서 증발된

입자들이 기판의 표면에 증착됨으로써 박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진공증착법은 비교적 단순한 장치와 박막형성

원리, 빠른 증착속도, 효과적인 유기물의 증착 등의 장점

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

근 들어 새로운 display로 떠오르고 있는 OLED (organic

light-emitting device)의 유기박막 증착에도 진공증착법이

사용되고 있다.1) 진공증착법은 주로 고진공에서 행하여지

고 있으므로 증발된 입자 대부분이 다른 기체 분자와의

충돌 없이 기판에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기판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우수한 박막의 두께균일도를 얻는 것이 어

려워지며, 하나의 점소스(point source)만을 사용하여 박

막을 증착했을 경우에 박막의 두께균일도 및 증착재료의

사용효율 즉 증착효율이 크게 나빠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면적 기판 위에 진공증착법으로 박막

을 증착할 때 박막의 두께균일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

러 개의 점소스를 배치하는 다중소스(multi source), 점소

스들이 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소스(linear source), 점

소스들이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면소스(plane source) 등

의 방식들이 제시되고 있다.2-3) 선소스나 면소스 방식은

점소스에 비하여 기판과 소스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공정시간 감소, 증착재료의 사용효율 증대, 증착면의 대

면적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판, 소자 그

리고 마스크가 소스로부터 발생되는 열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게 되며 각 점소스 간 증발온도 및 증발속도의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중소스의 경우 기판, 소

자 그리고 마스크가 소스로부터 발생되는 열에 대한 영

향이 적으며 각 점소스 간 증발온도 및 증발속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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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용이하며 이미 양산성이 검증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

는 반면에, 대면적 기판 사용의 경우 증착박막의 균일도

및 증착효율 면에서는 선소스나 면소스 방식에 비하여 일

반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들 방법 중에서 다중소스 방식의 진공증착법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imin et al.4)은 2개의 증발소스를 배치하고 기판을 회

전시켰을 때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분포를 전산모사를 통

해 예측하였으며, Nicholls et al.5)은 3개의 증발소스를 배

치했을 때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분포를 전산모사를 통해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작은 원형 기판에 증착되

는 박막의 두께분포만을 예측하였다. E. Lee6)는 3세대 기

판 (550 mm × 650 mm)에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분포를 예

측하였으나 1개의 증발소스에 의해서 증착되는 박막의 두

께분포만을 예측하였다. 현재까지 다중소스 진공증착법에

서 직사각형 형태의 대면적 기판에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

균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량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6개의 점소스가 배치되었

을 때 진공증착법에 의해 직사각형 기판 위에 증착되는 박

막의 두께분포와 증착효율을 예측할 수 있는 simulator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기판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증발

소스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최소의 두께균일도 값을 갖

는 최적의 증발소스들의 배치 및 상대적 증발 속도 그리

고 증발소스와 기판 사이의 거리 조건들을 도출하였다.

2. 전산모사 방법

진공증착법의 증발소스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전

자빔 증발소스나 OLED의 유기물 증착 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증발소스인 effusion cell 형태의 증발소스는 증발

되는 입자들의 분포가 cosine 분포로 근사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는 평면증발소스(plane source)이다. 입자들이 cosine

분포를 가지고 있고 증발된 입자들이 기판에 증착되기 전

까지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미소평

면 Ar에 도달하는 입자들의 총 질량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다.7)

(1)

me는 증발소스에서 증발된 입자들의 총 질량, mr은 평

면 Ar에 도달한 입자들의 총 질량, r은 증발소스와 평면

Ar 사이의 거리, ϕ는 증발소스에서의 입자의 방출각, θ는

평면 Ar 에서의 입자의 입사각을 나타낸다. 도달하는 입

자의 총 질량을 통해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증착된 박막의 밀도 등의 변수를 알

아야 한다. 하지만 증착되는 박막의 상대적인 두께분포는

그러한 변수들에 관한 정보가 없이도 기판의 각 부분에

도달하는 입자들의 유량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그

로부터 박막의 증착 형상, 증착박막의 두께균일도 그리고

증착효율 등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식 1이 평면증발소스를 사용한 진공증착법에 의해 증

착된 박막의 상대적인 두께분포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빔 증발소스와 평행하게 마주보

고 있는 기판 위에 Fe 박막을 진공증착시킨 후 기판위

치에 따른 증착박막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Fig. 1(a)는 증

발소스와 기판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개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증발소스와 기판과의 수직거리는 d로 표시하

였다. 기판이 증발소스의 증발표면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 증발입자의 방출각 ϕ와 기판에서의 입사각 θ

는 같은 값을 가지며 증발소스와 기판의 특정위치 사이

의 거리 r은 d/cosϕ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2)

이를 통해 증발표면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 기판에

dm
r
ϕ θ,( )

dA
r

------------------------
m

e

π r2⋅
------------ ϕ θcoscos=

dm
r
ϕ θ,( )

dA
r

------------------------
m

e

π d2⋅
-------------  cos4ϕ=

Fig. 1. (a) Geometric relation between the evaporation source and

the substrate. (b) The thickness of Fe film deposited on the

substrate by e-beam evaporation as a function of 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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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된 박막의 두께는 cos4ϕ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Fig.

1(b)에서 실험에 의해 측정된 Fe 박막의 두께와 cos4ϕ 커

브를 비교하였다. 실험적으로 측정된 박막의 두께는 ϕ = 00

위치에 증착된 박막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나타내었다. 전자빔 진공증착법에 의해 증착된 Fe 박막의

두께분포가 cos4ϕ 그래프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식 1은 평면증발소스를 사용한 진공증착

법에 의해 증착되는 박막의 상대적인 두께분포를 예측하

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식 1을 기반으로 하여 최대 6개의 증발소스가 배치된 진

공증착법 시스템에 의해 직사각형 기판 위에 증착되는 박

막의 상대적인 두께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simulator를 개

발하였다. 기판을 미소평면으로 나눈 후에 증발소스와 미

소평면 사이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통해 기판 위에 증착되

는 박막의 상대적인 두께분포를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증

착된 박막의 두께균일도와 증착효율을 예측할 수 있다. 박

막의 두께균일도는(tmax− tmin) / (tmax + tmin) 으로 정의하였

다. 여기서 tmax 과 tmin 은 각각 기판 내에 증착된 박막의

최대 및 최소 두께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께균일도가 작

을수록 박막이 보다 균일하게 증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증

착효율은 증발소스에서 증발된 입자 중 기판에 증착된

입자들의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따라서 증착효율이 클수

록 보다 박막이 보다 경제적이며 빠른 속도로 증착됨을

의미한다. 증발소스들의 위치와 증발소스들의 상대적 증

발속도 그리고 기판과 증발소스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

켜가면서 5세대 기판 (1300 mm × 1100 mm)에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균일도 및 증착효율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

해 박막의 두께균일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증착조건

을 도출하였다.

Fig. 2는 기판과 소스평면과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소스평면은 증발소스들이 배치되는 평면이

다. 기판평면과 소스평면은 서로 평행하며 두 평면 사

이의 수직거리는 d 이다. 기판은 직사각형 형태로서 장축

의 길이는 a, 단축의 길이는 b 이다. 소스평면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판 중심점에서의 법선과 소스

평면이 만나는 위치를 원점(0, 0)으로 정의하였으며, 원점

을 기점으로 하여 기판 장축과 평행한 방향을 X축으로 그

리고 기판 단축과 평행한 방향을 Y축으로 정의하였다. 소

스평면 상에 증발소스가 배치될 수 있는 가용범위를 Sarea

로 표시하였다. Sarea 는 증발소스가 배치될 수 있는 area

의 가로 및 세로 길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rea

로서 a × b 즉, 소스평면 상에서 소스의 배치가능 범위가

기판의 크기와 같은 경우와, 2a × 2b 즉, 기판 크기보다 가

로세로 길이가 2배가 큰 경우를 검토하였다. 소스평면의

좌표는 기판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하였다. Sarea가

a × b 인 경우, X축 방향의 경계위치, 즉, 원점으로부터

0.5a 거리에 있는 위치를 (0.5, 0), Y축 방향의 경계위치,

즉, 원점으로부터 0.5b 거리에 있는 위치를 (0, 0.5)로 정

의하였다. Sarea가 2a × 2b 인 경우, X축 방향의 경계위치,

즉, 원점으로부터 a 거리에 있는 위치를 (1, 0), Y축 방

향의 경계위치, 즉, 원점으로부터 b 거리에 있는 위치를

(0, 1)로 정의하였다. 증발소스와 기판 사이의 거리 d 는

Fig. 2. Geometric relation between the substrate and the coordinates

of source plane.

Fig. 3. Schematic diagrams that show the arrangements of multiple

sourc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sources (SN). SN is varied from

1 to 6. a) SN = 1, b) SN = 2, c) SN = 3, d) SN = 4, e) SN = 5 and

f) S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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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0에서 최대 a, 즉, 기판의 장축의 길이와 동일한 거

리까지 변화시켰다.

Fig. 3에 증발소스의 개수에 따른 증발소스의 배치를 개

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증발소스의 개수는 SN으로 표시하

였다. 증발소스는 원점에 존재하는 소스 (SO), X축 상에

존재하는 소스 (SX), Y축 상에 존재하는 소스 (SY), 그리

고 각 사분면 내에 존재하는 소스 (SXY)로 구분하였다. SO

는 1개이며 항상 원점 (0, 0)에 고정되어 있다. SX 및 SY

는 2개씩 쌍으로 존재하며 Y축 및 X축에 대하여 서로 대

칭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양수 좌표상에 위치하는 SX

및 SY의 X축 또는 Y축 상 이동 범위는 Sarea 가 a × b 인

경우 0~0.5이며, Sarea 가 2a × 2b 인 경우 0~1.0이다. SXY

는 4개가 각 사분면에 한 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원점, X

축 및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1사

분면 내에 위치하는 SXY의 이동범위는 Sarea 가 a × b 인

경우 X좌표 및 Y좌표 모두 0~0.5이며, Sarea 가 2a × 2b

인 경우 X좌표 및 Y좌표 모두 0~1.0이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원점에 1개의 증발소스 (SO)가 고정되어 있을

때 5세대 기판 (a : b = 1300 : 1100)에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균일도와 그 때의 증착효율을 d/a의 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d/a는 기판의 장축 길이 a에 대한 증발소스와 기판

사이의 거리 d의 비율로서 기판의 크기에 따른 기판-소스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d/a가

증가할수록 즉, 증발소스와 기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

록 박막의 두께균일도는 감소하지만 (즉, 향상되지만) 증

착효율은 감소하는 (즉, 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d/a

Fig. 5. (a, c)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and corresponding efficiency as a function of d/a when SN is 2. (b, d) Normalized optimum

position of SX when SN is 2.

Fig. 4.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and corresponding efficiency

as a function of d/a when SN 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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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일 때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균일도는 33.8% 이며 이

때의 증착효율은 21.0%이다. d/a가 1 이상으로 증가할 경

우 박막의 두께균일도가 감소하여 더 균일한 박막이 증

착되지만 증착효율 역시 감소하여 20% 이하의 낮은 증

착효율을 얻기 때문에 d/a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때의 결과만 표시하였다.

Fig. 5(a)는 2 개의 증발소스(SN = 2)가 기판의 X축 상

에 배치되고, SX의 배치가능 범위가 기판의 크기로 한정

되어 있을 때 (즉, Sarea = a × b)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두께

균일도와 그 때의 증착효율을 d/a의 함수로 도시한 것이

며, Fig. 5(b)는 최소의 두께균일도를 얻을 수 있는 SX의

X 좌표를 도시한 것이다. 증발소스가 1개 배치되었을 때

와 마찬가지로 d/a가 증가할수록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균

일도 및 증착효율은 감소한다. 최소의 두께균일도는 d/a가

1일 때 얻어지는 16.1%이며 그 때의 증착효율은 15.8%로

1개의 증발소스가 배치되었을 때에 비해 박막의 두께균일

도는 크게 향상된 반면에 증착효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a가 증가할수록 최소의 두께균일도를 얻을

수 있는 증발소스의 위치는 점점 바깥쪽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Fig. 5(c)와 (d)는 Sarea가 2a × 2b로 확장되었을

때의 최소의 두께균일도와 그 때의 증착효율 및 증발소스

의 위치를 d/a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최소의 두께

균일도를 얻을 수 있는 SX의 X좌표 값이 0.5 이하일 때

는 Fig. 5(a) 및 (b)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SX가

기판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X 좌표값이 0.5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최소의 두께균일도와 증착효율은 더욱 감소한

Fig. 6. (a, d)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and corresponding efficiency as a function of d/a when SN is 3. (b, e) Normalized optimum

position of SX when SN is 3. (c, f) Normalized optimum evaporation rate of SO when SN i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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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rea가 2a × 2b일 경우 d/a가 1의 값을 가질 때 두께

균일도가 14.8%의 최소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증착

효율은 14.9%이다. 증발소스가 기판의 외부에 배치됨으로

인해 두께균일도가 감소하지만 기판의 외부로 증발되는 입

자의 수가 증가하여 증착효율 역시 감소하게 된다.

3 개의 증발소스가 배치될 경우(SN = 3) X축 상에 두

개의 증발소스 (SX)와 원점에 한 개의 증발소스 (SO)가 배

치된다. 이는 2개의 증발소스가 배치된 경우에 SO가 추

가 배치된 형태이다. SO의 증발속도가 SX의 증발속도와 같

을 경우에는, a/b 비율이 큰 즉 매우 긴 직사각형의 형

태의 기판을 제외하고는, SO의 배치가 오히려 두께균일도

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SN = 3의 경

우에 있어서 최선의 두께균일도를 얻을 수 있도록. SX의

증발소스의 증발속도 기준으로 SO의 상대적 증발속도를 변

화시켰다. SO의 상대적 증발속도가 0일 경우 SO에 의한

증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 개의 증발소스가 배치

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Fig. 6(a)와 (b)는 3

개의 증발소스가 배치되고 Sarea가 a × b일 때 얻을 수 있

는 최소의 두께균일도와 그 때의 증착효율 및 증발소스

의 위치를 d/a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6(b)를

Fig. 5(b)와 비교했을 때 SN = 3일 경우 최적의 SX의 X

좌표는 SN=2일 경우에 비해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원점에 추가된 SO로 인해 SX를 기판의

보다 바깥쪽에 배치했을 때 향상된 두께균일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Fig. 6(c)는 최소의 두께균일도를 얻기 위

한 SO의 상대적 증발속도 변화를 d/a의 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d/a가 증가할수록 최소의 두께균일도를 얻기 위한 SO

의 상대적 증발속도는 점점 감소하며 d/a가 0.8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0이 된다. 이는 SN = 3이고 Sarea가 a × b로

제한되어 있으며 d/a가 0.85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3 개의 증발소스를 배치하는 것은 2 개의 증발소스를 배

치하는 것 이상의 두께균일도 향상을 얻어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SN = 3이고 Sarea = a × b 일 경우 최소의 두께균

일도는 d/a가 1일 때 얻어지며 그 값은 16.1%이고 이 때

의 증착효율은 15.8%이다. 이는 SO의 상대적 증발속도가

0일 때 얻어지므로 SN = 2일 때의 최소의 두께균일도 및

증착효율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 Fig. 6(d)~(f)는 Sarea가

2a × 2b로 확장되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소

의 두께균일도는 d/a가 1일 때 얻어지는 12.9%이며 이

때의 증착효율은 10.7%, S0의 상대적 증발속도는 0.65

이다. 소스의 배치 가능 범위가 확장된 경우 SN = 2일

때보다 다소 향상된 두께균일도를 얻을 수 있다.

Fig. 7. (a, c)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and corresponding efficiency as a function of d/a when SN is 4. (b, d) Normalized optimum

position of SXY when SN i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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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a)와 (b)는 SN = 4이고 Sarea = a × b인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두께균일도와 그 때의 증착효율 및 증발

소스의 위치를 d/a의 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1 사분면내

에 존재하는 증발소스 SXY 의 위치를 X 좌표와 Y 좌표

로 나타내었다. 최소의 두께균일도는 d/a가 0.78일 때 얻

어지는 3.8%이고 이 때의 증착효율은 16.7%이며 이때

SXY의 좌표는 (0.45, 0.50)이다. 3.8%의 두께균일도는 SN =

3일 때 얻을 수 있는 두께균일도보다 대폭 감소한 수치

이며 증착효율 역시 SN = 3일 때보다 향상된 값을 나타

낸다. SN = 1~3의 경우 d/a가 증가할수록 두께균일도가 감

소하여 d/a가 1일 때 최소의 두께균일도를 얻었던 반면,

SN = 4일 경우 소스의 배치범위가 Sarea = a × b 로 한정되

어 있을 때의 최소의 두께균일도는 d/a가 0.78일 때 얻

어지며, 이 이상으로 d/a가 증가할 경우 두께균일도가 오

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증발소스의 이동범위

가 제한되어 SXY가 기판의 외부에 배치되지 못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Fig. 8은 SN = 4, Sarea = a × b 이

고 d/a가 0.7, 0.8, 0.9인 경우 최소의 두께균일도 조건에

서 1사분면에 증착되는 박막의 상대적인 두께분포를 나

타내고 있다. 박막의 두께분포는 d = 1000 mm, ϕ = θ = 00

인 평면기판위에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를 기준(1)으로 설

정하여 상대적으로 표시하였다. d/a가 증가함에 따라 박

막의 두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박막의

증착형상이 변화한다. d/a = 0.7 및 0.8 조건에서는 최대

두께의 박막이 증착되는 지점이 사분면 내에 존재하는 반

면, d/a = 0.9 조건에서는 X축 상에 최대두께의 박막이 증

착된다. d/a값이 0.78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각 사분면 내

에 존재하던 최대두께 위치가 X축 상에서 중첩되면서 두

께균일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증발소스와 기판 사이

의 거리 d를 a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시키면, 박막의 두

께균일도가 다시 감소하여 더 낮은 두께균일도를 얻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착효율은 크게 감소하여 5% 이하의 값

을 나타내게 된다. Fig. 7(c), (d)는 Sarea = 2a × 2b일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증발소스의 배치 가능 범위가 2배

로 확장됨으로 인해 d/a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두께균

일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구간이 사라지고 두께균일도가 계

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소의 두께균일도는 d/a

가 1일 때 얻어지는 1.6%이며 이 때의 증착효율은 10.8%,

SXY의 최적의 좌표는 (0.55, 0.62)이다. 역시 증발소스의

이동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두께균일도는 보다 향상되지만

증착효율은 감소한다.

SN = 5일 때의 증발소스의 배치는 SN = 4일 때의 배치

에 SO가 추가된 형태이다. 따라서 최소의 두께균일도를 얻

기 위해서, SN = 3일 때와 마찬가지로 SO의 상대적 증발

속도를 조절하였다. Fig. 9(a)~(c)는 SN = 5이고 Sarea = a ×

b일 때 얻을 수 있는 최소의 증착균일도 및 이에 해당

하는 증착 효율 그리고 최소균일도를 얻을 수 있는 SXY

의 위치 및 SO의 상대적 증발속도를 d/a의 함수로 나타

내고 있다. SN = 4일 때와 마찬가지로 d/a가 증가함에 따

라 두께균일도가 계속 감소하다가 d/a가 0.78이상이 되면

오히려 약간씩 증가하게 된다. d/a가 0.78일 때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균일도는 3.8%이고 이 때의 증착효율은 16.7%,

SXY의 좌표는 (0.45, 0.50), SO의 상대적 증발속도는 0이

다. 최적의 조건에 해당하는 SO의 상대적 증발속도가 0이

Fig. 8. Relative thickness profile of the film deposited on the first

quadrant of the 5th generation substrate (1300 mm × 1100 mm) under

the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condition when SN is 4: (a) d/

a = 0.7, (b) d/a = 0.8 and (c) d/a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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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SN = 5일때의 최적 증착조건 및 두께균일도는

SN = 4일 때의 결과와 동일하다. Fig. 9(d)~(f)는 SN = 5이

고 Sarea = 2a × 2b일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증발소스

의 배치 가능 범위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d/a가 증가함에

따라 두께균일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d/a가 1일 때 최소의 두께균일도가 얻어지

며, 이때의 SO의 상대적 증발속도는 0이기 때문에, Sarea =

2a × 2b 조건에서도 SN = 5일때의 최적 증착조건 및 두께

균일도는 SN = 4일 때의 결과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5

세대 기판에 박막을 증착할 경우 5 개의 증발소스 배

치는 4 개의 증발소스 배치에 비해 두께균일도 향상 효

과를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N = 6일 때의 증발소스의 배치는 4개의

SXY 소스 외에 기판평면의 Y축에 두 개의 SY 소스가 추

가로 배치된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최소의 두께 균일도를

얻을 수 있는 SXY 및 SY 소스들의 위치와 상대적 증발속

도 조건을 구하였다. Fig. 10(a)~(d)는 SN = 6이고 Sarea =

a × b일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0(a)는 d/a의

변화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두께균일도와 이에 해

당하는 증착효율을 나타내며, Fig. 10(b), (c) 및 (d)는 각

각 최소의 두께균일도를 얻을 수 있는 1사분면의 SXY 좌

표, Y축 상의 SY 좌표, 그리고 SXY 소스의 증발속도를

기준으로 한 SY의 최적 상대적 증발속도를 나타내고 있

다. 두께균일도는 d/a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d/a가

0.77 이상에서는 오히려 완만히 증가한다. d/a가 0.77 일

때 최소의 두께균일도가 얻어지는데, 이때 얻어지는 최소

Fig. 9. (a, d)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and corresponding efficiency as a function of d/a when SN is 5. (b, e) Normalized optimum

position of SXY when SN is 5. (c, f) Normalized optimum evaporation rate of SO when SN i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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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균일도는 3.3%이고 이 때의 증착효율은 16.6%,

SXY의 좌표는 (0.50, 0.50), SY의 좌표는 (0, 0.50), SY의

상대적 증발속도는 0.24이다. SY의 최적의 좌표가 d/a가

0.9 이상인 영역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d/a가 0.9

이상일 경우 SY의 최적 상대적 증발속도가 0이 되기 때

문에 더 이상 SY의 위치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Fig.

10(e)~(h)는 Sarea = 2a × 2b 로 확장되었을 때의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d/a가 증가함에 따라 두께균일도는 계속 감

소하는데, d/a = 1일 때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균일도는

0.5%이고 이 때의 증착효율은 9.1%, SXY의 좌표는 (0.83,

0.62), SY의 좌표는 (0, 0.68), SY의 상대적 증발속도는

0.67이다.

Fig. 10. (a, e)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and corresponding efficiency as a function of d/a when SN is 6. (b, f) Normalized optimum

position of SXY when SN is 6. (c, g) Normalized optimum position of SY when SN is 6. (d, h) Normalized optimum evaporation rate of SY

when SN i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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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증발소스의 개수에 따라 앞에서 얻어진 최소

의 두께균일도와 이에 해당하는 증착효율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Fig. 11(a)는 증발소스의 배치가능범위 즉, Sarea 를

a × b 로 제한시켰을 경우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SN = 1

인 경우에는 33.8%, SN = 2~3인 경우에는 16.1% SN =

4~5일 때는 3.8%, 그리고 SN = 6일때는 3.3%의 두께균

일도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값들은 5세대 기판에서 최대

6개의 증발소스를 기판크기 (a × b)와 같은 Sarea 내에서 배

치하고 기판과 소스 간 최대허용거리를 기판 장축의 길

이 (a)로 제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두께균일도

이다. 또한, 이 때 얻을 수 있는 증착효율은 소스의 개

수가 2~6개일 경우 약 16~17% 정도이다. Fig. 11(b)는

증발소스의 이동범위 Sarea 를 2a × 2b 로 확장시켰을 경

우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증발소스의 이동범위가 a × b

로 제한된 Fig. 11(a)와 비교했을 때 소스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두께균일도가 계속 감소되며 보다 더 향상된 두

께균일도를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SN = 4~5일 때

는 1.6%, 그리고 SN=6일때는 0.5%의 보다 우수한 두께

균일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착효율은 더 감소하여

9~15%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증발소스의 이동범위

확장은 더 균일한 박막의 증착을 야기할 수 있지만 증

착효율의 감소와 증착장비의 비효율화라는 문제점을 가

Fig. 11.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and corresponding efficiency with the variation of SN from 1 to 6 when Sarea is (a) a × b and (b)

2a × 2b.

Table 1. Minimum thickness uniformity, corresponding efficiency and optimum deposition conditions for 1300mm × 1100mm rectangular

shaped substrate.

Sarea SN
Uniformity

(%)

Efficiency 

(%)

Optimum deposition conditions

Normalized position

of sources

Relative evaporation rate d/a

SO SX or SY SXY SO SX or SY SXY

a × b 1 33.8 21.0 (0,0) 1 1.00

2 16.1 15.8 (0.50,0) 1 1.00

3 16.1 15.8 (0,0) (0.50,0) 0 1 1.00

4 3.8 16.7 (0.45,0.50) 1 0.78

5 3.8 16.7 (0,0) (0.45,0.50) 0 1 0.78

6 3.3 16.6 (0,0.50) (0.50,0.50) 0.24 1 0.77

2a × 2b 1 33.8 21.0 (0,0) 1 1.00

2 14.8 14.9 (0.55,0) 1 1.00

3 12.9 10.7 (0,0) (1.00,0) 0.65 1 1.00

4 1.6 10.8 (0.55,0.62) 1 1.00

5 1.6 10.8 (0,0) (0.55,0.62) 0 1 1.00

6 0.5 9.1 (0,0.68) (0.83,0.62) 0.67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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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Table 1에 증발

소스의 배치가능범위 Sarea 와 증발소스의 개수 SN에 따

라 5세대 기판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두께균일도와 그

에 해당하는 증착효율 및 증착조건들을 정리하였다.

4. 결  론

1~6개의 평면증발소스가 배치된 다중소스 진공증착법에

의해 증착되는 박막의 상대적인 두께분포를 예측할 수 있

는 simulator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증발소스들의 배치,

증발소스와 기판 사이의 거리 및 증발소스의 상대적 증

발속도에 따른 박막의 두께균일도 및 증착효율을 예측하

였다. 또한 그로부터 5세대 기판에서 최소의 두께균일도

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증착조건을 제시하였다. 일반적

으로 증발소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균일한 박막이

증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증발소스의 배치 가능 범위가 기

판크기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두께

균일도는 6 개의 증발소스를 배치했을 때 얻어지는 3.3%

이며 이 때의 증착효율은 16.6%이다. 증발소스의 배치 가

능 범위를 기판의 크기보다 2배 확장시킬 경우 더욱 균

일한 박막을 증착할 수 있으나, 증발소스가 기판 바깥쪽

에 위치하면서 기판에 증착되지 않고 기판 외부로 증발

되는 입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착효율 역시 감소

한다. 증발소스의 이동 범위를 2배 확장시킬 경우 SN=6

일 때 0.5%의 매우 낮은 두께균일도를 얻을 수 있지만

증착효율 또한 9.1%로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증

착 simulator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두께균일도와

증착효율을 설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최선의 증발소스

의 개수 및 배치 그리고 증착조건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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