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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열식 물리적 증착 시스템의 디자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가공체 상에 증착되는 물질, 이런 물질을 함유하기 위한 연장형 용기, 용기 내부의 물질을 가열하여 물질을

증발시키기 위한 히터, 증발되는 물질을 연장 방향으로 연장 패턴으로 방출시키기 위한 n개의 천공을 한정하는 용기

를 포함하는 가열식 증착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종래 기술 분야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으

로서, 이 방법은 대상 증착 속도에서 단위 길이당 총 소스(source) 처리량 Q를 계산하는 단계; 소스의 총 천공 컨덕턴

스 C A 에 대한 Q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소스의 내부 전압 P를 계산하는 단계; 시스템을, 연장형 용기가 용기 컨덕턴

스 C B 및 천공들 사이의 컨덕턴스 C b =nC B 를 갖고 천공이 조합된 컨덕턴스 (여기서 C ai 는 개별적

인 천공 컨덕턴스이다)를 갖는 컨덕턴스의 사다리형 회로망으로 모델링하는 단계; 및 사다리형 회로망을 이용하여 용

기의 연장 방향을 따라 원하는 균일한 압력을 갖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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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디자인될 수 있는, 직사각형의 횡단면을 갖는 연장형 증착 소스의 도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디자인될 수 있는, 원형의 횡단면을 갖는 연장형 증착 소스의 도식도이다.

도 3은 증착 소스로부터 물질의 방출을 지배하는 컨덕턴스의 도식도이다.

도 4는 도 1, 2 및 3에 설명된 바와 같은 소스를 이용하여 증착하기 위한 최악의 시나리오의 회로 모델이다.

도 5는 넓은 기판을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연장형 증착 소스의 횡단면 도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한 양태에 따른, 증착 층을 형성하기 위한 증착 스테이션의 단면 도식도로서, 구조체가 리드 스크류

에 의해 정지상 증착 소스에 대해서 움직여서 기판에 걸쳐 균일하게 증착된 층을 제공함을 보여준다.

도 7은 가열 중력 분석에 의해 측정한, AlQ에 대한 1/온도의 함수로서의 증기압의 그래프이다.

도 8은 실시예 1 내지 5의 증착 속도의 함수로서 소스 길이를 따른 압력 불균일성의 그래프이다.

도 9는 10cm의 천공-기판 간격에서, 소스의 말단에서의 응축에 의해 발생한 내부의 질량 흐름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실험적 증착 속도의 함수로서의 관찰된 속도 불균일성으로부터 추론된 압력 불균일성의 그래프이

다.

도 10은 실시예 1 내지 5에 대한 소스의 횡단면 면적의 함수로서 소스의 길이에 따라 계산된 압력 강하의 그래프이다

.

도 11은 실시예 1 내지 5의 컨덕턴스 비의 함수로서 소스 길이에 따른 계산된 압력 불균일성의 그래프이다. 자료는 

먼쪽 말단에서는 누출이 일어나지 않고, 누출이 총 천공 컨덕턴스와 동일한 경우에 대해 보여진다.

도 12는 증착 소스에서의 압력 분포와 컨덕턴스 계산을 위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소스 몸체부

2: 물질

3: 커버

4: 천공

5: 말단 접점(end contacts)

6: 배플(baffle)

10: 소스 몸체부

11: 물질

12: 커버

13: 천공

14: 말단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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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플

16: 슬릿(slit)

30: 물질

31: 소스 몸체부

32: 천공 플레이트

33: 천공

34: 배플

35: 소스-기판 거리

40: 기판

41: 캐리지(carriage)

42: 스탠드오프(standoff)

50: 복사 실드

100: 증착 스테이션

101: 하우징

102: 챔버

110: 기판

111: 마스크 프레임

114: 증착 소스

115: 절연 소스 지지대

116: 전기 리드

117: 전기 리드

120: 피드스루

121: 피드스루

130: 물질

131: 증착 대역

132: 천공

140: 글라이드 슈(glide shoe)

142: 리드 스크류 팔로우어(lead screw follower)

145: 리드 스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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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글라이드 레일(glide rail)

149: 샤프트 밀봉(shaft seal)

150: 리드 스크류 샤프트(lead screw shaft)

151: 모터

200-218: 계단

220: 소스 기판 간격

222: 증착 속도

224: 천공 면적

226: 천공 길이

228: 물질의 분자 질량

230: 분자 직경

232: 천공 치수

234: 소스 몸체부 치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유기 발광 소자(OLED, organic light-emitting device)의 부품을 형성하는 구조체 상으로의 

유기 층 증착에 관한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전자발광, 광발광, 이온화 복사의 작용에 의한 발광 또는 기

타 발광인 발광 소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코팅 층, 및 광전도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된 소자에 관한 것이다.

유기 발광 소자(이는 또한 유기 전자발광 소자라고도 불린다)는 제 1 및 제 2 전극 사이에 둘 이상의 유기 층을 끼워 

넣음으로써 구축될 수 있다.

통상적인 구조의 수동형 매트릭스 유기 발광 소자(OLED)에서는 복수 개의 측방향으로 이격된 광-전달 애노드, 예를 

들면 인듐-주석-산화물(ITO) 애노드가 광- 전달 기판, 예를 들면 유리 기판 상에서 제 1 전극으로서 형성된다. 그런 

다음, 전형적으로 10 -3 토르(1.33x10 -1 파스칼) 미만의 감압으로 유지되는 챔버 내부에서 둘 이상의 유기 층이 각

각의 소스로부터의 각각의 유기 물질의 증착에 의해 순차적으로 형성된다.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유기 발광 물질

에 추가하여, OLEDS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유기 층은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유기 정공-주입 물질,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유기 정공-이동 물질, 및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유기 전자 이동 물질이고, 여기서 도핑

은 주어진 물질 또는 이로 구축된 소자의 전기 성능, 광학 성능, 안정성 또는 수명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소한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 개의 측방향으로 이격된 캐소드는 유기 층의 최상층 상에 제 2 전극으로서 부착된다. 

캐소드는 애노드에 대해 일정한 각도로, 전형적으로 직각으로 배향된다.

전기 포텐셜(이는 또한 구동 전압으로 언급된다)을 인가하면 적절한 줄(애노드) 및 후속적으로 각각의 열(캐소드) 사

이의 통상적인 수동형 매트릭스 유기 발광 소자가 작동된다. 캐소드가 애노드에 대해 음으로 바이어스되는 경우, 빛은

캐소드와 애노드가 겹치는 영역으로 한정되는 픽셀로부터 방출되고, 방출되는 빛은 애노드와 기판을 통과하여 관찰

자에게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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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매트릭스 유기 발광 소자(OLED)에서, 애노드의 어레이는 각각의 광-전달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박막 트랜지

스터(TFT)에 의해 제 1 전극으로서 제공된다. 전술된 수동형 매트릭스 소자의 구축에서와 실질적으로 등가의 방법으

로 둘 이상의 유기 층이 증착에 의해 연속적으로 형성된다. 공통의 캐소드는 유기 층중 최상층 상에 제 2 전극으로 부

착된다. 능동형 매트릭스 유기 발광 소자의 구축과 기능에 대해서는 본원에 참고로 인용되고 있는 미국 특허 제 5,55

0,066 호에 개시되어 있다.

유기 발광 소자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유기 물질, 증착된 유기 층의 두께 및 층 구성은 예를 들면 본원에 참고로 인용

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 4,356,429 호, 제 4,539,507 호, 제 4,720,432 호 및 제 4,769,292 호에 개시되어 있다.

다른 종류의 이미징 소자, 예를 들면 자동화된 라디오그래피를 위한 이미징 형광체 및 디지털 라디오그래피를 위한 x

-선 광전도 소자는 넓은 면적에 걸쳐 균일하게 활성 물질을 코팅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하기의 논의는 유기 발광 소자

에 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이 알칼리할라이드 형광체, 무정형 반도체, 및 다른 발광 또는 광활성 층, 및 또한 이런 발광

또는 광활성 층에 기반한 소자에 사용되는 다양한 다른 물질의 증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매우 명백할 것이다.

충분히 작은 기판의 경우, 부착되는 물질이 국소적으로 가열된 도가니로부터 발산되고 기판을 따라 코팅이 충분히 균

일하도록 국소화된 증발 영역으로부터 기판이 충분히 멀리 위치하는 포인트 소스(point source) 접근법이 수행될 수 

있다. 기판 크기가 커지거나 작업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종종 바람직한 균일성을 생성하기 위해서 국소화된 소스에 

대한 기판의 회전식 또는 평면 이동이 요구된다.

증발 소스를 연장시키고, 소스와 기판을 서로에 대해 전환시킴으로써, 상당히 더 작은 작업 거리에서도 바람직한 균

일성이 달성되고, 따라서, 상당히 더 높은 속도와 더 우수한 물질 이용도가 달성될 수 있다. 이런 공정을 넓은 면적(즉,

하나 이상의 치수가 15cm를 초과하는 기판)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포인트 소스에 비해 상당히 더 용이하다.

유기 발광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구조체 상에 유기 층을 가열식 물리적 증착시키기 위한 연장형 소스는 2001년 5월 

29일자로 허여되고 일반 양도된 스판(Robert G. Spahn)의 미국 특허 제 6,237,529 호에 개시되어 있다. 스판에 의해

개시된 소스는 고형 유기 물질(이는 증발될 수 있다)을 수용하기 위한 인클로져(enclosure)를 한정하고 있는 하우징

을 포함한다. 하우징은 또한 증발된 유기 물질이 슬릿을 통과하여 구조체의 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증기 유출 

슬릿-천공을 한정하는 상부 플레이트에 의해 추가로 한정된다. 인클로져를 한정하는 하우징은 상부 플레이트에 연결

된다. 스판에 의해 개시된 소스는 또한 상부 플레이트에 부착된 전도성 배플 부재를 추가로 포함한다. 이 배플 부재는 

전기 포텐셜이 하우징에 인가되어 인클로져 내부의 고형 유기 물질에 가해진 열로 인해 고형 유기 물질이 증발될 때 

유기 물질의 입자는 배플 부재에 의해 슬릿 통과가 방지되지만 증발된 유기 물질은 배플 부재 주위의 슬릿을 통과하

여 기판 또는 구조체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부 플레이트 슬릿의 가시 거리(line-of-sight) 커버를 제공한다.

기판 또는 구조체 상에 선택된 유기 물질의 유기 층을 형성하기 위해 스판에 의해 개시된 가열식 물리적 증착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 증기 유출 슬릿-천공으로 인해 슬릿의 길이 치수를 따라 방출되는 유기 물질 증기의 증기 플럭스가 

불균일해 지는 것으로 발견되어왔다. 이러한 증기 플럭스의 불균일성과 연관된 소스 디자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

면은 현재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스가 가열되어 고형 유기 물질이 증발될 때 슬릿의 중앙 부분에 비해 슬

릿-천공의 마주보는 가장자리, 즉, 슬릿의 폭 방향의 마주보는 가장자리들이 불균일하게 처지거나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슬릿의 폭 치수가 예를 들면 0.5mm 미만의 폭 치수로 감소되는 경우 특히 문제이다. 이런 마주보는 슬

릿 가장자리의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배향은 마주보는 가장자리가 평면에서 이탈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 이는 또한

증발된 유기 물질의 더 많은 분획이 슬릿의 중앙 부분을 통해 증착 소스를 벗어나고, 이에 상응하게 더 작은 분획의 

증발된 유기 물질이 길이 치수를 따라 슬릿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소스를 벗어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기판 또는

구조체를 향한 이런 불균일한 증기 플럭스로 인해 그 위에 형성되는 유기 층은 불균일한 증기 플럭스에 상응하는 불

균일한 층 두께를 가질 것이다.

또한, 히터로부터의 열 발생, 증착되는 물질에 의한 열 흡수 또는 소스 내부의 상기 물질의 분포에서의 임의의 불균일

성으로 인해 소스가 소스의 길이에 따라 불균일하게 증착시킬 수 있다. 불균일성의 또다른 잠재적인 원인은 물질 증

기를 이동시키는데 천공이 아닌 다른 소스 인클로져에서 의도되지 않은 누출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누출이 소스

의 말단에서 존재하는 경우, 소스의 중앙부에서 말단으로의 흐름으로 인해 소스 내부에 압력 구배가 만들어져서 결과

적으로 생성된 증착이 불균일해질 수 있다.

포레스트 등(미국 특허 제 6,337,102 호)은 유기 물질 및 유기 전구체를 증 발시키고, 이들을 반응 용기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판을 위치시키고, 고체 또는 액체로부터 발생된 증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담체 기

체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들 발명의 한 양태에서, 포레스트 등은 기판을 적당하게 큰 반응 용기 내에 위치시키고, 여

기로 옮겨진 증기를 기판 상에서 혼합하고 반응시키거나 응축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넓은 면적의 기판을 코

팅하는 단계 및 서로 순차적인 방식으로 여러 개의 이런 증착 공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법에 대한 것이

다. 이 양태의 경우, 포레스트 등은 기판의 이동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증착 물질의 연속 선을 형성하기 위해 ('일련의 

구멍을 갖는 중공 튜브'로 명세서에서 정의되어 있는) 기체 매니폴드에 의해 공급되는 기체 커튼을 이용함을 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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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포레스트 등에 의해 개시된 바와 같은 증기 이동에 대한 접근법은 '원격 증발'로서 특징화될 수 있고, 여기서 물질은 

증착 대역 외부, 보다 바람직하게는 증착 챔버 외부의 장치에서 증기로 전환된다. 유기 증기는 단독으로 또는 담체 기

체와 조합되어 증착 챔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판 표면으로 이동된다. 이 접근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열

방법을 이용하여 이동 라인에서 원하지 않은 응축을 피하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고온에

서 바람직한 정도까지 증발되는 무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다. 또한, 넓은 면적을 균일

하게 코팅하기 위해 증발된 물질의 이동에 기체 매니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포레스트 등은 이런 기체 매니폴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포레스트 등의 개시내용으로부터 인식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 분야의 숙련된 이들은 증착 대역 내부의 증착 소스의 

길이를 따라 물질이 증발되는 연장형 소스로부터 균일한 필름이 제공되기 어렵다고 예상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된, 증착 대역 내부의 증착 소스의 길이를 따라 물질이 증발되는 가열식 물리

적 증착 시스템의 개선된 디자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가공체 상에 증착되는 물질, 이런 물질을 함유하기 위한 연장형 용기, 용기 내부의 물질을 가열하여 물

질을 증발시키기 위한 히터, 증발되는 물질을 연장 방향으로 연장 패턴으로 방출시키기 위한 n개의 천공을 한정하는 

용기를 포함하는 가열식 증착 시스템을 고안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본 발명에 의해 만족되고, 이 방법은 대상 증착 속

도에서 단위 길이당 총 소스 처리량 Q를 계산하는 단계; 소스의 총 천공 컨덕턴스 C A 에 대한 Q를 산출하는데 요구

되는 소스의 내부 전압 P를 계산하는 단계; 시스템을, 연장형 용기가 용기 컨덕턴스 C B , 및 천공사이의 컨덕턴스 C 

b =nC B 를 갖고, 천공이 조합된 컨덕턴스 (여기서 C ai 는 개별적인 천공 컨덕턴스이다)를 갖는 컨덕턴

스의 사다리형 회로망으로 모델링하는 단계; 및 사다리형 회로망 모델을 이용하여 용기의 연장 방향을 따라 바람직한

압력 균일성 을 갖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디자인 방법으로부터 생성된 새로운 시스템과 방법은 가공체 상에 증착되는 물질; 물질을 함유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

방향으로 컨덕턴스 C B 를 갖는 연장형 용기; 용기 내의 물질을 가열하여 부분 압력 P m 으로 물질을 증발시키는 히

터; 컨덕턴스 C A 를 갖고 있으며 증발된 물질을 연장 방향으로 연장 패턴으로 방출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천공을 

한정하는 용기를 포함하며, 여기서 C A /C B 는 0.5이하이다.

본 발명은 기체 매니폴드의 디자인이 작동 압력에 의존하고, 당분야의 숙련된 이들이 직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

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을 입증한다. 본 발명의 이점은 컨덕턴스 비에 

근거한 디자인으로 인해 용기내 물질의 증발에서의 불균일성에 대한 내성이 보증된다는 것으로, 이들 불균일성은 히

터의 불균일한 가열, 용기내의 물질의 불균일한 분포, 및 히터 표면으로부터 용기 내의 물질의 표면까지 적용되는 복

사 열의 불균일성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이점은 컨덕턴스 척도(즉, C A /C B < 특정한 값)가 소스의 길이에 따른 상당한 증기 흐름에 대한 내

성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기 흐름은 소스의 말단에서의 물질의 응축이나 또는 소스의 말단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서의 의도되지 않은 누출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이점은 증착 소스가 증착될 물질을 위해 원하는 최소 증착 속도로부터 실질적으로 더 높은 속도까지

의 넓은 범위의 증착 속도로 작동되도록 제조될 수 있거나, 또는 적합한 불활성 기체를 이용하여 증착 소스 길이를 따

라 적절한 기체 컨덕턴스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내부 압력을 제공하거나, 가장 높은 의도된 증착 속도에서 임의의 낮은

속도까지의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내부에서 물질이 증발되는 가열되는 용기(가열되는 도가니이거나, 가열되는 거품기(bubbler)이거나, 또는 

일부 다른 형태의 가열되는 용기이거나 간에)와, 용기의 하나 이상의 천공에 의해 한정되는 기체 이동 매니폴드를 포

함하는 증착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도 1 및 2를 참조하면, 각각 직사각형의 횡단면을 갖는 연장형 증착 소스와 원형 횡단면을 갖는 연장형 증착 소스의 

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소스 몸체부 또는 용기(1, 10)는 물질(2, 11)로 채워져 있다. 커버 또는 뚜껑(3, 12)은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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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부를 밀봉한다. 도 1 및 2에서, 천공(4, 13)은 커버(3, 12)의 중앙 축을 따라 가로줄로 위치하고 있다. 용기를 밀

봉하는데 사용되는 상부 표면에 천공이 도시되어 있지만, 천공이 반드시 상부 표면에 있을 필요는 없고, 밀봉 표면(즉,

커버 또는 뚜껑)이 반드시 용기의 상부 표면일 필요는 없다.

천공은 복수 개의 어긋나거나 정렬된 줄을 비롯한 임의의 연장 패턴일 수 있고, 이들은 원형, 직사각형, 타원형, 계란

형 또는 정사각형을 비롯한 임의의 형태일 수 있다. 또한 커버 또는 뚜껑은 소스 몸체부를 직접 밀봉하거나, 또는 이는

개구, 예를 들면 도 2의 큰 슬릿(16)(점선으로 도시됨)을 커버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클램프나 와이어, 예를 들면 

인장 밴드, 스크류 바이스 클램프(screwed vise clamp), 볼트와 태핑된(tapped) 구멍이 있는 내부 플랜지(internal fl

ange) 또는 구멍과 너트가 있는 외부 플랜지 등을 커버나 뚜껑을 소스 몸체부와 접촉하도록 부착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배플(6, 15)은 미립자 물질이 천공을 향해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천공을 빠져나가는 증기를 용기의 내부 표면과 충

돌시켜 물질 흐름이 잘 확립되는 것을 보증한다. 커버나 뚜껑은 전기 전도성이고, 몸체부나 용기는 전기 절연성이거

나, 또는 그 반대이거나, 또는 둘 모두 전기 절연성이거나, 둘 모두 전도성일 수 있다. 상부 표면이 저항 히터로서 사용

되는 경우 말단 접점(5, 14)은 기계적인 고정과 상부 표면에의 전기 접점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전

기 피드스루(feedthrough)(도시되지 않음)를 용기의 긴 표면을 통해 위치시켜 배플(6,15)이나 소스 몸체부 내부의 추

가의 히터(도시되지 않음)중 하나에 대한 전기적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천공이 있는 표면은 직렬 또는 병렬 방식으로 

배플과는 별개로 또는 배플(또는 내부 가열 요소)과 함께 가열될 수 있다. 다르게는 소스는 외부 수단(도시되지 않음)

에 의해 복사 가열될 수 있다.

도 3은 소스 몸체부와 천공이 어떻게 각각 저항 R B 및 R a 로서 표현될 수 있는 지를 예시한다. 소스 몸체부는 하나

의 저항 R B 로 표현되고, 천공은 복수 개의 평행하게 연결된 저항기 R a 로서 표현된다. 소스중의 증기의 내부 압력 

P는 평행한 저항기 R a 의 한 측면을 따른 전압 V와 유사하다.

도 4에 도시된 최악의 경우, 증기는 소스의 한 말단에서 대부분 생성되고, 이는 저항기 R a 의 평행 어레이의 한 말단

에 걸린 전압 V에 상응한다. 또한, 소스 몸체부의 각각의 부분은 천공들 사이의 일부 저항 R b 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소스의 길이에 따라 압력 강하가 일어나 불균일한 증착을 야기한다.

이제 도 5로 돌아가면, 기판(40) 상에 증착되는 물질(30)은 소스 몸체부(31)에 적재된다. 소스 몸체부는 열 절연 물질

또는 열 전도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또한 전기 절연성 또는 전도성일 수 있다. 또한 소스 몸체부는 내부에 물

질을 보유하기 위한 도가니를 함유할 수 있고, 상기 도가니는 열 절연 물질 또는 열 전도 물질로 만들어진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기판' 및 '가공체'는 발광 또는 다른 광활성 소자 또는 그의 어레이가 구축되는 지지대를 의미한다. 용

어 '구조체'는 일단 증착된 층의 일부를 수용한 기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방출면으로 작용하는 천공 플레이트(32)는 개별적인 조각으로 소스 몸체부에 고정되고, 용접에 의해 패스너 및 고온 

개스킷 물질(예를 들면 그라포일(Grafoil, 상표명))을 사용하여 거기에 밀봉될 수 있거나, 또는 이는 소스 몸체부 그 

자체와 일체를 이룰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천공 플레이트와 임의의 연관된 고정부를 제거함으로써 물질을 적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더 나중에 밀봉될 수 있는 개구(예를 들면, 소스 몸체부의 말단이나 소스 몸체부의 측면의 개구 절

단부에서)를 통해 물질을 적재해야만 한다. 천공 플레이트(32) 상에 위치한 천공의 어레이(33)를 이용하여 증발된 물

질(30)을 소스의 길이에 따라 균일하게 기판(40) 상에 분배시킨다. 기판의 가장자리에서 증착된 두께가 일반적으로 

더 작아지게 하는 가장자리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천공들의 간격을 소스의 말단 부근에서 조정할 수 있다. 소스-기판

간격(35)은 천공 플레이트(32)의 상부 표면의 평면으로부터 기판(40)의 하부 표면의 평면까지의 수직 거리로서 정의

된다.

스판에 의해 개시된 배플(34)은 증발하고 있는 물질(30)과 천공(33) 사이의 직접적인 가시 선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

된다. 배플은 또한 활성 가열 요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소스의 내부 또는 외부의 복사 수단에 의한 개별적인 가열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천공 플레이트는 전기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저항 가열 요소로서 이용된다. 다르

게는, 배플은 전기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저항 가열 요소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추가의 가열 요소를 배플과 천공 플레

이트 사이나 배플 아래에 삽입할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외부 히터를 또한 사용하여 연장형 증착 소스의 내부 내에 

실질적으로 균일한 온도를 제공할 수 있다.

가열 방법과는 무관하게, 천공의 출구 표면 상에서의 응축을 방지하고 증착 과정동안 기판의 온도 이탈을 제한하도록

천공의 출구 표면의 온도가 충분히 높게 남아있는 것을 보증하도록 하나 이상의 복사 실드(shield)(50)를 갖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복사 실드를 이용하여 소스로부터의 바람직한 증기 방출 속도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인

풋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넓은 면적을 코팅하기 위해서, 소스는 충분히 길게 만들어진 후, 이의 장축에 수직 방향으로 기판에 대해 이동된다. 

예를 들면, 소스는 스탠드오프(42) 상에 위치하여 캐리지(41)에 고정될 수 있고, 모터구동되어 기판(40) 아래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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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될 수 있다. 다르게는 기판 고정부가 고정된 소스에 대해 이동되거나, 또는 기판과 소스 둘 모두가 이동되어 원하는 

상대적인 이동을 달성할 수 있다.

(도 1 내지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연장형 소스로부터의 균일한 증착을 위해 중요한 요구조건은 소스의 길이에 따른 

압력 분배가 반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압력 분포가 공지되어 있으면 소스의 유한한 길이와 연관된 가장

자리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서 천공은 곱한 값인 C i P i , 즉 각각의 천공으로부터의 처리량이 소스 길이의 대부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고 가장자리 근처에서 적절하게 조절되도록 이에 따른 크기를 가질 수 있다(여기서, C i 는 천공

의 컨덕턴스이고, P i 는 천공 위치에서 소스의 압력이다). 컨덕턴스 C i 는 상기 개시된 모델에서 이용되는 저항의 

역수이다. 반복가능한 압력 분포의 특별한 경우란 소스의 길이에 따라 거의 일정하고, 또한, 천공을 통해 소스를 빠져

나오는 증발된 물질이나 또는 천공이 아닌 다른 곳의 소스에서의 누출로 인한 흐름-유도된 압력 구배뿐만 아니라 (온

도 불균일성으로 인한) 불균일한 증발에 둔감한 것이다.

소스 몸체부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균일하고 강건한 압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천공과 몸체부의 상대적인 컨덕턴스

를 고려해야만 한다. 컨덕턴스를 계산하고 소스 몸체부를 통한 물질 증기의 흐름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함으

로써, 컨덕턴스 기준(즉, 소스 몸체부의 컨덕턴스에 대한 전체 천공의 총 컨덕턴스의 비율이 일정한 값보다 낮다)이 

생겨난다. 이제 컨덕턴스 기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자 한다.

이상 기체에서 평균 자유 경로는 온도, 압력 및 분자 크기에 의존한다(라퍼티(J. M. Lafferty)가 편집한 문헌[Foundat

ions of Vacuum Science and Technology, Wiley amp; Sons, New York, 1998, p. 8] 참고):

상기 식에서,

L은 미터 단위이고,

k B 는 볼츠만 상수이고,

P는 Pa 단위의 압력이고,

δ는 미터 단위의 분자 직경이다.

이 식의 편리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상기 식에서,

L은 cm 단위이고,

T는 K 단위이고,

δ는 Å 단위이고,

P는 Pa 단위이다.

L에 대한 이 식은 크누센(Knudsen) 수인 K n =L/d(상기 식에서, d는 시스템의 특징적인 치수이다)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연장형 소스를 이용하여 유기 물질을 증착시키는 동안, 증발된 유기 물질은 일련의 천

공을 통해 방출 표면으로부터 방출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천공들은 크누센 수(즉, 작은 치수에 대한 평균 자유 경로의

비)가 값 1을 초과하고, 천공이 분자 흐름 중인 것으로 말해질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치수가 충분히 작다.

분자 흐름에서는, 0 길이를 갖는 오리피스(또는 천공)의 컨덕턴스는 하기 식으로 정의된다(라퍼티의 상기 문헌 제8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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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A는 m 2 단위의 오리피스 면적이고,

R 0 는 일반적인 기체 상수이고,

T는 절대 온도이고,

M m 은 kg 단위의 몰 질량이다.

이 표현은 하기 논의된 방출 속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2℃에서의 공기의 경우, C 0 =11.6A(l/s 단위)이고, A

는 cm 2 단위이다. 다른 온도에서의 다른 기체의 경우 C 0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오리피스 크기가 감소됨에 따라, 오리피스 벽의 두께는 점점 중요해진다. 궁극적으로 오리피스는 더욱 더 덕트(duct)

처럼 된다.

덕트의 분자 흐름 컨덕턴스는 0-길이 오리피스의 컨덕턴스와 유사하지만, 전달 확률에 의해 변형된다:

상기 식에서,

C a 는 0-길이가 아닌 천공의 컨덕턴스이다.

다양한 기하형태에 대한 전달 확률 α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 유도되어 왔다. 특정한 단순 기하형태의 경우, 분석적 해

답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다 복잡한 기하형태의 경우, 몬테 카를로(Monte Carlo) 기법이 이용된다. α값은 원형 횡단면

을 갖는 짧은 덕트와 직사각형 횡단면을 갖는 짧은 덕트를 비롯한 다양한 기하형태에 대해 표로 만들어져 있다(라퍼

티의 상기 문헌 제91면 및 오한론(O'Hanlon, J.F.)의 문헌[A User's Guide to Vacuum Technology, 2판, John Wile

y amp; Sons, New York, 1989, pp.36-37] 참고).

각각의 천공에 대한 처리량 Q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Q=C a P

상기 식에서,

C a 는 상기 정의된 컨덕턴스이고,

P는 오리피스를 가로지르는 압력 강하이다.

따라서, 복수 개의 천공을 갖는 연장형 소스로부터 균일하게 방출되려면 각각의 천공을 가로지르는 압력 강하 P가 가

능한 한 균일할 필요가 있다. 유기물 증기가 증기 소스 몸체부를 통과하여 천공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스 몸체부에 따

른 기체 흐름에 대한 컨덕턴스는 증착 소스 내부에서 거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충분해야만 한다. 증기가 소스 

길이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스 구조체에서의 국소화된 누출 뿐만 아니라 국소화된 비균일 

증발의 역효과가 최소화되고, 균일한 증착이 수득될 수 있다.

증착 소스를 따른 컨덕턴스 C B 는 소스 몸체부를 따른 분자 흐름 컨덕턴스, 소스 몸체부를 따른 점성 흐름 컨덕턴스 

및 크누센 수를 측정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오한론(상기 문헌 제26-27면)에 논의된 바와 같이 크누센 수에 따라, 

컨덕턴스는 분자 흐름 값(K n >1), 점성 흐름 값(K n <0.01), 또는 두 값의 선형 조합(0.01<K n <1)중 하나로 취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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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자 흐름에서 직경이 d이고 길이가 l인 긴 실린더형 튜브의 경우, 전달 확률은 분석적으로 계산될 수 있고, 분자 흐름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 다:

최소 폭이 b이고, 최대 폭이 a이고, 길이가 l(모두 cm 단위)인 긴 직사각형 덕트의 경우, 분자 흐름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 및 b를 한정하기 위해 여기서 사용되는 약정들은 오한론(상기 문헌 제35면)이 사용한 것들이고, 라퍼티가 사용하

는 것과는 반대임에(상기 문헌 제90면) 주의해야 한다.)

점성 흐름에서는 덕트의 컨덕턴스가 덕트에서의 평균 압력에 선형 비례하여 증가하고, 기체의 점도와는 반비례한다. 

긴 원형 튜브의 경우, 점성 흐름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δ는 분자 직경이고, 이는 공기의 경우 3.74Å으로 정해진다(라퍼티의 상기 문헌 제9, 34면 참조).

그리고, 기체의 점도는 다음 식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되어왔다(오한론의 상기 문헌 제17면 참조):

점성 흐름에서 긴 직사각형 덕트의 경우,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라퍼티의 상기 문헌 제111면과 오

한론의 상기 문헌 제31면 참고):

상기 식에서,

a, b 및 l은 cm 단위이고, 직사각형 덕트에 대해 이전에 정의한 바와 같고,

<P>는 Pa 단위로서 덕트 내의 평균 압력이다.

본원에서 개시한 방법은 천공과 보트(boat) 컨덕턴스를 비교할 때 의존할 수 있고, 어떤 전도 영역이 유효한 지에 특

이적이지 않다. 본원에서 개시되는 실시예에서 기하형태, 분자 성질, 온도 및 압력 범위는 오리피스가 분자 흐름인 짧

은 덕트이고 소스 몸체부가 (횡단면 치수, 압력, 분자 크기 및 온도에 따라) 분자, 변이 또는 점성 흐름인 긴 덕트로서 

처리되는 범위이다. 또한, 알루미늄 트리스퀴놀레이트(AlQ)와 같은 물질의 경우, T, M m 및 δ에 대한 보정이 중요하

다. 분자 흐름 컨덕턴스는 높은 분자 질량(및 따라서 공기에 비해 더 느린 가열 속도)에 의해 상당히 감소되지만(20℃

의 공기에 대해), 점성 흐름은 점도의 네트 감소에 의해 약간 증가되며, 분자 질량과 온도가 증가되면 보다 증가한다(

상기 점도 식 참조).

점성 흐름 컨덕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증착 소스 내의 평균 압력을 알아야만 한다. 선형 소스의 작동 압력은 소스

로부터 알려진 거리에서의 알려진 증착 속도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소스를 선 소스(line source)로서 처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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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순한 추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고, 실린더형 대칭 상황을 이용함으로써, 소스 중심 바로 위

의 증착 속도 r이 소스로부터 기판까지의 거리 d에 반비례함을 발견하게 된다:

상기 식에서,

Q는 길이가 l인 소스로부터 방출되는 단위 시간당 질량이고, 소스가 반경 d의 세미-실린더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된

다.

πd라는 인자는 세미-실린더의 표면 상에서의 등방성 플럭스 밀도의 적분으로부터 나왔다.

이 추정은 소스의 방출 프로필을 고려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라퍼티의 상기 문헌 제85-86면 참조). 얇은 천공의 경

우, 방출 프로필은 cos(θ) 분포를 따른다(소스의 평면에 대한 법선에 대해 각 θ로 소스로부터 방출되는 플럭스 밀도

의 크기는 cos(θ)에 비례한다). 더 깊은 구조체(즉, 두꺼운 천공이나 튜브)로부터의 방출의 경우, 플럭스 밀도는 상당

히 더 비등방성이다. 측방향 치수에 대한 개구의 길이의 비가 더 클수록, 보다 더 빔(beam) 같이 방출된다(라퍼티의 

상기 문헌 제86면 참고).

소스 내부의 충분히 낮은 작동 압력에서는, 천공을 통한 흐름이 분자 흐름으로 간주될 수 있고, 빔 효과(즉, 자욱한 구

름과는 반대되는 입자의 빔처럼 보이는 흐름)는 cos p (θ)(여기서 p는 생성된 증착 프로필을 계산하기 위해 경험적

으로 결정된 거듭제곱이다) 인자를 도입함으로써 근접해진다. 더 높은 작동 압력에서는, 천공을 통한 흐름에 점성 흐

름이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측방향 치수에 대한 개구의 길이가 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빔 정도가 더 클수록, 소스 물질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소스 바로 위의 코팅을 생성한다(세미-실린더의 표면 상

의 플럭스 밀도의 적분에 대한 기여는 θ값이 큰 경우보다 θ값이 작은 경우 상당히 더 크다). 소스에서 기판까지의 

특정한 거리에서 연장형 소스의 중앙부 바로 위에서 측정된 증착 속도로부터, 소스로부터 방출되는 플럭스 밀도의 추

정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상기 식에서,

q/l은 g/cm/s 단위이고,

r은 (Å/s) 단위이고,

d는 cm 단위로서, 소스의 중앙부로부터 기판까지의 거리이고,

코팅의 질량 밀도 ρ는 1g/cm 3 으로 가정된다.

이 표현은 d가 그 위에서 증착 속도가 측정되는 측방향 거리에 비해 클 때 유효하다. 가장자리 치수가 x cm인 평평한 

기판 상에서 r을 측정하는 경우 I는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상기 식에서,

θ(x)는 소스 축에서 기판 상의 점 x까지의 벡터와 (x=0을 가리키는) 소스 축에 대한 법선사이의 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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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의 적분에서 cos(θ)의 추가의 거듭제곱은 기판 표면에 수직인 플럭스 밀도 벡터의 도트 곱셈과 x의 함수로서의 

소스에 대한 거리의 변화에서 나온다.

속도 q로 물질을 방출하는 소스에서의 압력은 소스 물질이 증기 압력과 평형을 이루었다고 가정하고 계산된다:

상기 식에서,

q는 g/s 단위의 물질 방출 속도이고,

A 0 는 m 2 단위의 총 천공 면적이고,

T는 증착되는 물질의 증기의 켈빈 단위 온도이고,

M w 는 증착되는 물질의 분자량(amu 단위)이고,

m은 증착되는 물질의 분자의 kg 단위 질량이고,

N A 는 아보가르도 수이고,

k B 는 볼츠만 상수이다.

이렇게 계산된 압력은 파스칼 단위이다. 이 표현은 0의 벽 두께를 갖는 오리피스의 경우 유효하다(즉, 오리피스/히터 

플레이트가 오리피스 치수보다 훨씬 더 얇아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계산에서, 소스로부터의 물질 방출 속도는 동역학 이론에서 나오고(라퍼티의 상기 문헌 제18-21면 참조), 밀도 n

과 소스 증기의 열 속도 v T 에 의존한다:

상기 식에서,

A는 오리피스의 면적이고,

열 속도는 기체의 동역학 이론인 에서 나온다.

천공의 두께가 0이 아닌 경우, 상기 표현은 개별적인 오리피스에 대한 전달 확률 α로 나누어져야만 하고, 이는 이제 

분자 흐름인 짧은 덕트로서 처리된다:

보다 높은 압력에서 조작하는 경우, 천공을 통한 변이 및 점성 흐름을 고려해야만 한다. 본원에 제안된 실시예는 천공

을 통한 분자 흐름에 대한 것이지만, 당 분야의 숙련된 이들에게는 소스로부터의 방출 및 천공의 컨덕턴스가 변이 및 

점성 흐름의 경우를 위해 변형될 수 있고, 따라서, 천공이 분자 흐름이 아닌 경우의 작동 압력과 천공 컨덕턴스가 개별

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할 것이다.

불균일한 증발에 대한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는 (고형 물질을 소스의 한쪽 끝에만 적재한 경우와 유사하게) 증기가 

단지 한쪽 말단으로부터 소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생성된 압력 강하를 소스 기하형태와 증착 속도의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이, 증착 속도, 소스에서 기판까지의 거리와 증착되는 물질이 주어지면, 소스 방출 속도가 계산된

다. 그런 다음, 방출 속도와 오리피스 기하형태(따라서, 전달 확률)를 이용하여 소스 압력을 계산한다. 그런 다음,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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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발 곡선(증기압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라퍼티의 상기 문헌의 제22-25면 참조)을 이용하여 소스 내부에서의 

기체 온도를 추정한다. 그런 다음, 온도에 대한 새로운 값을 이용하여 소스 압력을 조절한다. 증발 곡선이 매우 강한 

온도 의존성을 갖고 있고 온도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압력이 다소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단지 몇 회의 반복으로 수렴된다.

그럼 다음, 계산된 소스 압력과 온도로부터, 이를 긴 속이 비어있는 튜브로 처리함으로써 소스 몸체부의 컨덕턴스를 

계산한다(이 계산에서 내부의 배플은 무시하지만, 소스에 적재되는 물질의 상부 표면은 소스 몸체부의 벽중 하나로 

간주한다. 컨덕턴스는 차 있는 소스와 비어 있는 소스 둘 모두에 대해 계산된다). 간단 한 컨덕턴스 비는 모든 천공의 

컨덕턴스의 값, 즉 N x C a (여기서 N은 천공의 수이다)를 취하고, 이 합을 소스 몸체부를 따른 컨덕턴스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다양한 증착 속도와 소스 기하형태에 대하여, 단순한 컨덕턴스 비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연장형 증착 소스가 출구 천공이 있는 인클로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를 기체 분배 매니폴드로서의 

처리에 덧붙일 수 있다. 제한적인 경우로서, 소스의 한 말단은 닫혀 있고, 소스의 다른 말단으로부터 증기로서 들어오

면서 증착되는 물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코팅 균일성은 소스의 길이를 따른 압력 균일성에 정밀하게 의존한다. 

이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국소화된 강한 가열으로부터 또는 물질의 불균일한 분포(예를 들면 모든 소스 

물질이 보트의 한쪽 말단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중 하나에 의한 소스 물질의 극단적인 비균질 증발에 상응한다. 따라

서, 국소적인 가열이 존재하거나 물질이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 소스 몸체부를 따라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능력은 길이를 따라 일정한 압력으로 조작하는 기체 이동 매니폴드의 능력으로 해석된다.

연장형 증착 소스는 각각이 출구 천공과 짧은 튜브 길이를 갖는 일련의 구획들로 간주될 수 있다. 짧은 길이의 튜브는

직렬의 저항(저항 = 1/컨덕턴스)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사다리형 회로망의 한 면을 형성한다. 출구 오리피스는 그

라운드(진공)에 평행한 저항이고, 이는 사다리의 계단을 형성한다(도 3 및 도 4 참고). 짧은 덕트의 경우 상당한 오리

피스 효과 때문에(오한론의 상기 문헌 제45-47 면 참고), 직렬 저항은 개별적인 구획들의 컨덕턴스로부터 계산되는 

저항, 즉 C b = N x C B (여기서, 구획들의 수인 N은 출구 천공의 수이고, 컨덕턴스 비인 C A /C B 를 계산할 목적

으로 동일하게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이라기 보다는 소스 몸체부의 네트 저항을 분획들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반복적인 과정에 의해, 전체 사다리형 회로망의 네트 컨덕턴스가 계산된다. (제 1 오리피스는 제 1 분획 몸체부와 직

렬로 첨가된다. 이 쌍은 다음 오리피스에 평행하게 첨가된다. 다음 구획 몸체부는 이전의 네트 컨덕턴스와 직렬로 첨

가된다. 다음 오리피스는 새로운 네트 컨덕턴스와 평행하게 첨가된다. 이것이 반복된다.) 매니폴드로의 인풋 질량 흐

름을 요구되는 평균 증착 속도로부터 계산한다. 비슷한 반복 과정에 의해, 오리피스들을 통해 통합된 흐름과 압력(소

스 몸체부 분획의)을 회로망의 길이를 따라 계산한다. 그런 다음, 소스 몸체부의 평균 압력이 특정한 증착 속도를 달

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에 상응하도록 인풋 압력을 조절한다. 그런 다음, 주입구에서 소스의 반대쪽 말단까지의 압력

차이를 평균 압력으로 나누어 소스 몸체부를 따른 압력 비균일성을 얻는다.

누출에 대한 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증기가 들어오는 반대쪽 말단 상의 누출 컨덕턴스를 포함하도록 사다리형 회

로망을 변형시킨다. 그런 다음, 주입구에서 누출까지의 압력 차를 평균 압력으로 나누어서 네트 압력 비균일성을 계

산한다. 이 값은 천공을 통과하는 흐름과 누출에 의해 유도된 흐름 둘 모두의 효과를 포함한다.

OLED와 다른 광학 활성 소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층을 코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을 이용한 넓은 면적의 코팅을 수행

할 수 있다. 예로서, 도 6은 본 발명의 증착 시스템의 단면 도식도를 보여준다. 증착 스테이션(100)은 하우징(101)을 

갖고 있고, 이는 챔버(102)를 한정한다. 기판 또는 구조체(110)는 챔버(102) 내부에서 홀더 및/또는 마스크 프레임(1

11)으로 지지되며, 챔버는 감압, 전형적으로 0.13Pa의 보다 낮은 압력이다.

가열식 물리적 증착 소스(114)는 열 및 전기 절연 소스 지지체(115)에 의해 지지된다. 전기 리드(116 및 117)는 하우

징(101)에 배치된 개별적인 파워 피드스루(120 및 121)로부터 소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도식적으로 보여진다.

도 6에서 증발되는 물질의 증착 대역(131)에서의 물질(130)의 증착동안 기판 또는 구조체(110)와 증착 소스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은 소스에 대해 기판 또는 구조체(110)를 움직이거나 이동시켜 제공된다. 증착 소스, 즉, 복수 개의 

천공(132)은 기판 또는 구조체(110)로부터의 간격(D)을 갖는다.

중간의 증착 위치 'II'에서 기판 또는 구조체(110), 홀더 및/또는 마스크 프레임(111), 글라이드 슈(140) 및 리드 스크

류 팔로우어(142)가 굵은 윤곽선의 단면도로 보여진다. 이들 소스 요소는 홀더(111)의 왼쪽 위치 'I'와 홀더의 오른쪽 

위치 'III'에서 점선 및 빗금 윤곽선으로 그려지고, 이들 위치는 각각 홀더의 오른쪽으로의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거나, 

홀더의 왼쪽으로의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다.

왼쪽 및 오른쪽으로의 움직임은 리드 스크류 팔로우어(142)와 맞물려있는 리드 스크류(145)에 의해 수행된다. 팔로

우어(142)는 글라이드 슈(140)에 부착되어 있고, 이는 또한 홀더 및/또는 마스크 프레임(111)을 지지한다. 글라이드 



공개특허 10-2004-0069281

- 14 -

슈(140)는 글라이드 레일(147)을 따라 미끄러진다. 리드 스크류 샤프트(150)는 하우징(130)과 샤프트 밀봉부(149)

를 통해 모터(151)로 연장된다.

모터(150)는 완성된 유기 층이 있는 기판 또는 구조체(110)가 홀더 및/또는 마스크 프레임(111)으로부터 회수되고 

새로운 기판 또는 구조체가 홀더에 위치되는 지정된 위치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의 움직임 또는 아이들링(움직임 

없음)을 제공한다.

도 6에서는 기판 또는 구조체(110)가 소스의 연장 방향에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정지상의 연장형 증착 소스에 

대해 이동한다. 다르게는, 기판 또는 구조체(110)와 연장형 증착 소스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은 연장형 증착 소스가 

위치할 수 있는 이동성 캐리지나 다른 이동가능한 운송 수단과 맞물려 있는 리드 스크류에 의해 정지상 기판 또는 구

조체에 대해 소스를 움직임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긴 가열식 물리적 증착 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복수 개의 증기 유출 천공을 갖는 하나의 연장형 

소스로부터의 증착에 의해 하나 이상의 유기 호스트 물질과 하나 이상의 유기 도판트 물질의 균일한 층을 형성할 수 

있다. 호스트 물질(들) 및 도판트 물질(들)은 분말, 플레이크 또는 입자의 형태, 또는 응집된 펠렛의 형태로 연장형 용

기(2, 11, 31)내에 수용된다.

본 발명과 그의 이점은 하기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해 추가로 예시된다.

실시예 1

60cm 길이의 소스는 소스의 말단에서부터 2.55cm에서 시작하여 중심이 0.9cm 씩 떨어져있는 60개의 천공을 갖는 

히터 조립체와 천공 플레이트로 덮혀 있다. 천공은 폭이 0.0125cm이고 길이가 0.5cm인 직사각형 슬롯이다. 소스 몸

체부는 횡단면이 폭이 b이고 깊이가 a인 직사각형으로서, 여기서 깊이 a란 천공 플레이트로부터 소스에 적재된 물질

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증착 속도는 12cm의 천공-기판 거리에서 50A/s이며, 증발되는 물질은 알루미늄 트

리스-퀴놀레이트(AlQ)(459의 분자 질량, 1nm의 분자 직경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증기압 곡선을 갖는다)이다. 

a 및 b 값은 하기 표 1에 도시되어 있다. 컨덕턴스 비는 특정한 속도를 내는데 요구되는 작동 압력에 대해 계산되었고

표 1에 도시되어 있다. 압력 불균일성은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이 계산된다. 결과는 (천공 이외의) 누출이 없는 경우와 

소스의 한 말단에서 누출이 있는 경우에 대해 표 1에 도시되어 있고, 상기 누출은 모든 천공의 총 컨덕턴스와 동일한 

컨덕턴스를 갖는다.

[표 1]

실시예 2

60cm 길이의 소스는 소스의 말단에서부터 2.55cm에서 시작하여 중심이 0.9cm 씩 떨어져있는 60개의 천공을 갖는 

히터 조립체와 천공 플레이트로 덮혀 있다. 천공은 폭이 0.0125cm이고 길이가 0.5cm인 직사각형 슬롯이다. 소스 몸

체부는 횡단면이 폭이 b이고 깊이가 a인 직사각형으로서, 여기서 깊이 a란 천공 플레이트로부터 소스에 적재된 물질

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증착 속도는 12cm의 천공-기판 거리에서 10A/s이며, 증발되는 물질은 알루미늄 트

리스-퀴놀레이트(AlQ)(459의 분자 질량, 1nm의 분자 직경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증기압 곡선을 갖는다)이다. 

a 및 b 값은 하기 표 2에 도시되어 있다. 컨덕턴스 비는 특정한 속도를 내는데 요구되는 작동 압력에 대해 계산되었고

표 2에 도시되어 있다. 압력 불균일성은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이 계산된다. 결과는 (천공 이외의) 누출이 없는 경우와 

소스의 한 말단에서 누출이 있는 경우에 대해 표 2에 도시되어 있고, 상기 누출은 모든 천공의 총 컨덕턴스와 동일한 

컨덕턴스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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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시예 3

60cm 길이의 소스는 소스의 말단에서부터 2.55cm에서 시작하여 중심이 0.9cm씩 떨어져있는 60개의 천공을 갖는 

히터 조립체와 천공 플레이트로 덮혀 있다. 천공은 폭이 0.0125cm이고 길이가 0.5cm인 직사각형 슬롯이다. 소스 몸

체부는 횡단면이 폭이 b이고 깊이가 a인 직사각형으로서, 여기서 깊이 a란 천공 플레이트로부터 소스에 적재된 물질

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증착 속도는 12cm의 천공-기판 거리에서 1A/s이며, 증발되는 물질은 알루미늄 트

리스-퀴놀레이트(AlQ)(459의 분자 질량, 1nm의 분자 직경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증기압 곡선을 갖는다)이다. 

a 및 b 값은 하기 표 3에 도시되어 있다. 컨덕턴스 비는 특정한 속도를 내는데 요구되는 작동 압력에 대해 계산되었고

표 3에 도시되어 있다. 압력 불균일성은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이 계산된다. 결과는 (천공 이외의) 누출이 없는 경우와 

소스의 한 말단에서 누출이 있는 경우에 대해 표 3에 도시되어 있고, 상기 누출은 모든 천공의 총 컨덕턴스와 동일한 

컨덕턴스를 갖는다.

[표 3]

실시예 4

60cm 길이의 소스는 소스의 말단에서부터 2.55cm에서 시작하여 중심이 0.9cm씩 떨어져있는 60개의 천공을 갖는 

히터 조립체와 천공 플레이트로 덮혀 있다. 천공은 직경이 0.04cm인 원형 구멍이다. 소스 몸체부는 횡단면이 폭이 b

이고 깊이가 a인 직사각형으로서, 여기서 깊이 a란 천공 플레이트로부터 소스에 적재된 물질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의

미한다. 증착 속도는 12cm의 천공-기판 거리에서 50A/s이며, 증발되는 물질은 알루미늄 트리스-퀴놀레이트(AlQ)(4

59의 분자 질량, 1nm의 분자 직경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증기압 곡선을 갖는다)이다. a 및 b 값은 하기 표 4에 

도시되어 있다. 컨덕턴스 비는 특정한 속도를 내는데 요구되는 작동 압력에 대해 계산되었고 표 4에 도시되어 있다. 

압력 불균일성은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이 계산된다. 결과는 (천공 이외의) 누출이 없는 경우와 소스의 한 말단에서 누

출이 있는 경우에 대해 표 4에 도시되어 있고, 상기 누출은 모든 천공의 총 컨덕턴스와 동일한 컨덕턴스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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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시예 5

30cm 길이의 소스는 소스의 말단에서부터 0.96cm에서 시작하여 중심이 0.9cm씩 떨어져있는 30개의 천공을 갖는 

히터 조립체와 천공 플레이트로 덮혀 있다. 천공은 폭이 0.0125cm이고 길이가 0.5cm인 직사각형 슬롯이다. 소스 몸

체부는 횡단면이 폭이 b이고 깊이가 a인 직사각형으로서, 여기서 깊이 a란 천공 플레이트로부터 소스에 적재된 물질

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증착 속도는 12cm의 천공-기판 거리에서 10A/s이며, 증발되는 물질은 알루미늄 트

리스-퀴놀레이트(AlQ)(459의 분자 질량, 1nm의 분자 직경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증기압 곡선을 갖는다)이다. 

a 및 b 값은 하기 표 5에 도시되어 있다. 컨덕턴스 비는 특정한 속도를 내는데 요구되는 작동 압력에 대해 계산되었고

표 5에 도시되어 있다. 압력 불균일성은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이 계산된다. 결과는 (천공 이외의) 누출이 없는 경우와 

소스의 한 말단에서 누출이 있는 경우에 대해 표 5에 도시되어 있고, 상기 누출은 모든 천공의 총 컨덕턴스와 동일한 

컨덕턴스를 갖는다.

[표 5]

실험 자료는 실시예의 계산과 비교하여 도 9에 제공되어 있고, 특히 도 8에서는 압력 비균일성 대 증착 속도 자료가 

실시예 1 내지 5의 누출이 있고 없는 서로 다른 횡단면 면적에 대해 플롯팅되어 있다. 실험에서는 50cm 길이의 소스

를 그의 몸체부 횡단면 면적이 대략 10cm 2 가 되도록 물질(AlQ)로 채웠다. 0.0125cm의 폭과 0.5cm의 길이를 갖는

49개의 일련의 천공을 갖는 히터 조립체와 천공 플레이트를 이 소스 몸체부와 함께 이용하였다. 소스의 중앙부 근처

에서, 천공의 중심은 대략 1cm씩 떨어져 있다. 가장자리 부근의 천공은 불균일성 프로파일에서 가장자리 효과를 보상

하기 위해 보다 가까이 위치한다(2002년 3월 8일자로 출원된 프리맨(Freeman) 등의 미국 특허원 제 10/093,739 호

에 개시되어 있다. 이 특정한 구조체는 조작 온도가 중앙 영역에 비해 상당히 더 낮은(대략 25℃) 말단부 근처의 대역

을 가졌다.

소스를 초기 워밍-업하게 되면, 소스 말단에서 응축되는 물질이 소스의 양 말단 모두에서 효과적인 누출을 모의하는 

상당한 물질 흐름을 생성하였다. 길이를 따라 소스 위로 10cm 떨어져 있는 석영 결정 모니터의 어레이가 속도 프로파

일과 따라서 소스로부터 방출되는 물질의 프로파일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불균일성은 소스 조작 속도(즉 Å/s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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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 속도)의 함수로서 측정되었다. 자료의 초기 세트는 소스의 최초의 워밍-업 동안 얻어졌다. 조작 시간 후에 물질

은 소스의 말단부에 축적되어 히터 조립체에 더 가까워져서, 보다 효과적으로 가열되고, 이에 의해 응축 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적인 누출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이 시점에 서, 소스 조작은 안정적이었고, 불균일성 자료는 조작 속도

의 함수로서 수득되었다. 도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료는 실시예에서 제공된 계산과 일치한다.

상기 실시예는 소스 몸체부의 횡단면 면적과 소스의 조작 속도에 대한 소스 성능의 의존도(압력 불균일성, %)를 보여

준다. 소스 몸체부의 횡단면 면적의 함수로서 모든 실시예에서 계산된 압력 강하를 요약하는 그래프가 도 10에 도시

되어 있다. 본 발명 이전에는 당 분야의 숙련된 이들이 다양한 몸체부 치수와 천공 크기의 소스를 구축한 후, 원하는 

균일성과 필요한 속도 범위에 근거하여 적절한 기하형태를 경험적으로 선택하였을 것이다. 균일성의 속도 의존성은 

당 분야의 숙련된 이들에게 전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코팅시키고자 하는 기판 크기와 의도되는 증착 속도에 대해 

천공과 소스 몸체부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소스 최적화를 위한 일반적인 과정을 이 현상에 적응시킬 것이다.

컨덕턴스 비라는 단일 변수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을 때 상기 제시된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른 디자인에 의해 강건한 

소스 조작이 수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도 11에는 상기 제시된 모든 실시예에 대한 컨덕턴스 비의 함수로서 압력 불

균일성에 대한 모든 자료가 나타나 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전에 증명된 성능의 속도 의존성 및 기

하형태 의존성(표 1 내지 5 및 도 10 참조)은 컨덕턴스 비에 의해 전적으로 설명된다. 컨덕턴스 비가 특정한 값 미만

인 한, 성능은 특정한 균일성 요구조건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일 것이다. 상기 제시된 실시예에서 더 낮은 속도에서 균

일성이 악화되는 기작은 컨덕턴스에 대한 점성 흐름의 기여도가 소스 몸체부를 따라 손실되는 것이다. 소스 몸체부와

천공 기하형태를 이 저속(분자 흐름) 한계에서 작용하도록 규정하면 고속에서의 균일성 요구조건을 간신히 만족시키

는 소스를 구축한 후 더 낮은 속도에서 소스를 조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속도에서 작용

하는 소스가 생성될 것이다.

이 접근법에 의해, 규정된 최소 속도보다 높으면서 증착되는 물질에 대한 증기압 곡선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은 고

속(및 따라서 고압)에서 조작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일부 실질적인 한계 보다는 낮은 모든 속도에서 작용하는 단일 소

스 몸체부 및 천공 구조체가 고안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천공 치수와 소스 몸체부 횡단면 치수를 통해 컨덕턴스 비를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분자 흐름의 저

압 한계에서 작용하는 소스를 디자인할 수 있다. 이 신규한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서로 다른 범위의 필요한 증착 속도

에 맞추어 여러 개의 소스가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소스 몸체부 내에 적당한 압력의 불활성 기체, 예를 들면 아르곤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컨덕

턴스 비를 갖는 소스를 디자인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최대 소스 몸체부 치수에 상당한 제약이 있거나 충분히 작은 

천공을 만드는 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 유리할 것이다. 이 접근법은 소스 작동 압력을 끌어올리고, 이

에 의해 소스 축을 따른 변이 또는 점성 흐름을 달성한다. 이 압력이 (물질을 추가로 가열함으로써) 증착되는 물질의 

증기압(또는 부분압 Pm)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달성되기 때문에, 열 분해에 매우 취약한 물질의 

경우 추가의 이점을 갖는다. 기하학적 제약과 열 분해에도 불구하고, 소스가 고속에서는 잘 조작되지만(즉 만족스럽게

낮은 비균일성으로) 저속에 서는 조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스 몸체부의 일부 점성 흐름을 요구되는 최소 속도로 유

지시키기 위해 불활성 기체를 소스 몸체부에 도입할 수 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적합한 균일성을 달성하기 위해 높

은 증기압에서 작동시킬 필요성에서 발생하는 속도 제한을 위해 더 작은 천공을 갖는 다른 소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

다.

(앞부분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되어 있고 상기 제시된 실시예를 만들어내는데 이용된) 주어진 증착 속도와 기하형태에

대한 컨덕턴스와 압력 분포의 계산 과정을 요약한 플로우 차트가 도 12에 도시되어 있다. 먼저, 요구되는 소스-기판 

간격(220)과 주어진 총 천공 면적(224)에서 요구되는 증착 속도(222)에 대해 필요한 단위 길이당 소스 처리량을 계

산한다(200). 그런 다음, 개별적인 천공 면적(224)과 천공 길이(226), 증기 온도의 초기 추측값(218)과 물질의 분자 

질량(228)을 이용하여 처리량(200)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내부 압력을 계산한다(202). 분자 직경(230), 온도 추정

값(218)과 내부 압력(202)을 이용하여 평균 자유 경로를 계산한다(204). 천공 치수(232)와 소스 몸체부 치수(234)를

평균 자유 경로(204)와 조합하여 이용하여 크누센 수를 계산한다(206). 분자 질량(228)과 분자 직경(230)뿐만 아니

라 치수(232)와 소스 몸체부 치수(234)를 계산된 크누센 수에 근거하여 선택된 적절한 컨덕턴스 식과 함께 이용하여 

개별적인 천공과 소스 몸체부 컨덕턴스를 결정하고, 사다리형 회로망 모델을 형성한다(208). 사다리형 회로망에서의 

압력 분포를 계산한다(210). 증기 온도 곡선으로부터 증기 온도를 추정한다(212). 온도 추정치(212)를 초기 추측값(2

18)과 비교한다(216). 추정치(212)가 초기 추측값(218)에 비해 상당히 다른 경우(예를 들면 절대 온도의 2% 이상 다

른 경우), 추측값은 추정치와 같아지도록 업데이트되고, 추측값과 추정치가 일치할 때까지 반복해서 계산한다. 그런 

다음, 압력 균일성, 평균 압력 및 증기 온도에 대한 최종 값이 아웃풋이 된다(214). 주어진 물질, 증착 기하형태 및 증

착 속도에 대해, 이 과정을 다양한 천공과 소스 몸체부 치수에 대해 반복하여 도 10과 11에 도시된 바와 유사한 그래

프를 만든다. 그런 다음, 이런 그래프로부터 적합한 디자인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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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선택된 디자인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넓은 면적의 기판을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가공체 상에 증착될 물질을 연장 방향으로 컨덕턴스 C B 를 갖는 연장형 용기에 적재하는 단계;

b) 용기중의 물질을 가열하여 부분압 Pm이 될 때까지 물질을 증발시키는 단계;

c) 증발된 물질을 방출시키기 위한 연장 방향 및 연장 패턴의 하나 이상의 천공 - 상기 하나 이상의 천공은 C A /C B

≤0.5가 되는 C A 를 가짐 - 을 한정하는 용기; 및

d) 연장 방향과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기판과 연장형 용기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넓은 면적의 기판을 코팅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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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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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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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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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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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공개특허 10-2004-0069281

- 24 -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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