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진공 환경에서의 기판 세척 

 

소개 

미립자로 인해 발생하는 결함은 코팅, 인쇄 및 라미네이션이 이용되는 여러 분야에서 

큰 수율 손실을 야기합니다.  그 기능이 종종 두께가 몇 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는 박막 

필름을 통해 제공되는 OLED 및 OPV 같은 일부 최신 기술 분야에서는 수율 손실이 

특히 높습니다.  
Particles down to 100nm in size can span across the thickness of the film and 

destroy its functionality.크기가 100nm 급에 이르는 미립자는 필름 층 너머까지 

퍼지면서 그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 기술의 상업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함 중 가장 큰 부분을 형성하는 미립자에 의한 결함을 상당량 없애야 

합니다.  유럽 연합이 7 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하에서 플렉시블 필름의 롤투롤(roll 

to roll) 공정에 미치는 미립자의 영향을 없애는 방식을 목표로 하는 Clean4Yield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한 것도 미립자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CLEAN4YIELD 

Clean4Yield 프로젝트의 목표는 롤투롤(Roll to Roll) 공정을 통해 플렉시블 기판 위에 

증착되는 나노급 OLED, OPV 및 고 장벽 필름 층에서 오염 미립자로 인해 생성되는 

결함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lean4Yield 

프로젝트 팀은 전체 공급망을 아우르는 파트너 사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다국적 회사, 

SME, 대학교 및 연구 단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세척 자체뿐 

아니라 검출, 검사, 예방 및 수리의 여러 분야에 집중하여 고 기술 응용 분야에서의 

상업성에 필수적인 고 수율과 저 비용을 제공하는 제조 공정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척될수록 진공 증착 분야에서 세척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기술이 없음이 

명백해 졌습니다. 
 

진공 시스템의 도전 과제 

현재, 기능성 코팅은 고 진공 환경에서 스퍼터링, PECVD 또는 ALD 를 통해 

증착됩니다.  이들 공정에는 초 저압 상태에서는 기판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진공실에서 모든 공기를 빼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판에는 수분, 

오일 그리고 그리스와 저 분자량 혼합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공 증착 

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에 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공 증착 코팅은 극히 얇기 때문에 코팅할 기판이 아주 청결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필름 릴의 경우 본질적으로 진공 코팅 라인에 도달할 때 표면에 미립자가 



묻어 있습니다.  이들 미립자는 코팅 환경에서 온 것이거나 포장 및 선적 작업에서 온 

것이거나 블록 방지 미립자처럼 필름 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운송 중에 벗겨질 수 

있습니다.  이들 미립자는 필름 롤 내의 진공실로 빨려 들어 가므로 코팅 내에 핀 홀이 

생기는 등의 결함을 피하려면 코팅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름을 푼 

후부터 코팅 스테이션에 도달하기 전에 진공실 내에서 세척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척 옵션 

설계상 진공실 내에는 공기가 없으므로 진공실에서 소량이라도 수분이 제거되면 진공 

유지 시간의 유효성이 크게 감소되고 생산 시간은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습식 세척 방법과 공압식 미립자 제거 방법은 진공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염 입자가 아주 작은 경우에 특히 접촉 세척(contact cleaning)이 매우 효과적인 

세척 방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립자 크기에 따른 여러 다른 세척 기술의 

미립자 제거 효과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일본 회사에서 수행한 작업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래의 그림 1 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1 미립자 크기 별 세척 효과 비교 

그림 2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촉 세척은 기판과 접촉한 상태에서 구르는 엘라스토머 

고무 롤러를 사용하는데, 미립자가 기판에 붙어 있는 힘보다 큰 롤 접착력을 통해 

기판 표면에서 미립자를 제거합니다.  미립자는 우선적으로 엘라스토머에 남아 있게 

됩니다.  끈적끈적한 접착 면이 밖으로 향한 상태에서 감기는 접착 롤이 엘라스토머 

롤러와 접촉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압력 감지 접착제가 엘라스토머에서 

미립자를 제거해서 이후의 처리를 위해 영구적으로 이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림 2 Teknek 접촉 세척 기술 

 

많은 경우에서 접촉 세척에서 이용되는 엘라스토머는 실리콘 기반 엘라스토머로, 

롤러 제조 과정에서 저 분자량 실리콘이 일부나마 혼합 물질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들 저 분자량 실리콘이나 그 밖의 다른 휘발성 복합 물질(예: 가소제)의 

경우 기판과 진공 유닛을 얇은 실리콘 층으로 코팅하는 진공 환경에서는 

엘라스토머로부터 기체가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실리콘 층이 기판을 불안정 

상태로 만들어 이형 코팅 층에서 핵심 성분이기도 한 실리콘 필름에 아무 것도 

접착되지 않게 됩니다.  실리콘 또한 진공실과 모든 펌프 및 모니터링 시스템 

부분에서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부품을 완전히 세척하기 

위해서는(그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진공 증착 시스템을 몇 달 간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벗겨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공 겸용 접촉 세척 시스템의 개발 

Teknek 사는 실리콘이 전혀 없는 Nanocleen™  엘라스토머를 사용해서 세척 

효율성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진공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혼합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 많은 접촉 세척 엘라스토머가 세척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일이나 가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진공 상태에서는 휘발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세척 롤러에서 모두 제거되어 롤러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량된 Nanocleen™은 휘발 작용을 보이지 않아 사용 수명 동안 

세척이 가능하리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진공 겸용 엘라스토머를 보완하기 위해 

플라스틱 필름 기판에 코팅하여 수분 함유량이 최소인 접착 롤을 형성할 수 있는 진공 

겸용 압력 감지 접착 시스템도 개발되었습니다.  이 접착 롤은 전통적인 실리콘 이형 

코팅을 사용하지 않아 한 장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으며 세척 시스템 전체에서 

실리콘을 모두 없애 줍니다. 

 

테스트 및 검사  

신 엘라스토머 물질과 대응 접착제 둘 다의 진공 겸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통제 테스트를 통해 진공 시스템에서 이들 제품을 둘 다 시험해야 했습니다.  

Clean4Yield 프로젝트에는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에 본사를 둔 Holst Centre 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시험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엘라스토머와 접착제 두 샘플에 대해 무게를 측정한 후 60 시간 동안 Torr 10-6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무게 손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샘플의 무게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동시에 휘발성 성분(있을 경우)이 빠져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공실에서 빼낸 기체를 분석하였습니다. 

Nanocleen™ 롤러에 대한 잔류 가스 분석(Residual Gas Analysis; RGA) 결과가 그림 

3 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견된 표면 오염 물질은 실리콘이나 폴리디메탈실록산이었고 이들은 

지문 같은 이온 토막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예: 28, 73, 147, 207, 221 

및 281 m/z 단위의 2 차 양이온이 각각 Si+, SiC3H9
+, 

Si2C5H15O+,Si3C5H15O3
+,Si3C7H21O2

+및 Si4C7H21O4
+에 할당되었음).   PDMS 의 존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3  Nanocleen™ 엘라스토머 롤러에 대한 RGA 분석 

 

두 종류의 접착제에 대한 잔여 가스 분석(RGA) 결과가 그림 4 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접착제에서도 실리콘 피크(silicone peak)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휘발성 

이형 코팅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두 접착 롤 모두 처음에는 상당한 양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특징이 그림 4 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필름을 기반으로 하는 Eco 롤에서는 전체 수분이 배출된 반면에 종이 기반 

제품에서는 여전히 수분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종이의 흡착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 4 두 종류의 접착 롤에 대한 RGA 분석 



 

그 후 접착제와 엘라스토머 모두의 세척 효율성에 미치는 진공 노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엘라스토머 롤러 또는 

접착제의 세척 효율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국제 표준은 없지만 Teknek 사에서 30 년 

동안 축적된 접촉 세척 장비 제조 경험을 기반으로 보정된 텅스텐 입자를 이용하여 

미립자 제거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PPU 라는 테스트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Holst Centre 사는 이 PPU 테스트를 이용하여 진공 노출 전후에 

접착제와 엘라스토머의 세척 효율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그림 5 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5 진공 노출 전후의 세척 효율성 

 

Holst Centre 사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엘라스토머와 접착제의 새로운 접촉 세척 

코어는 진공 상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는 

진공 겸용 자재로만 만들어지고 어떠한 공압 또는 전기 구동 장치도 이용하지 않는 

코어 시스템을 진공 증착 시스템 내에서 쉽게 운용할 수 있게 설계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형 세척 시스템의 사진이 그림 6 에 나와 있습니다. 

Tungsten particles are put in oven tray (60degree) and after getting out of oven the rollers are rolled into the metal powder (6 times)

After tungsten particle pickup the roller is rolled over a 6"adhesive sheet. The weight of the sheet is measured before and after on a balance with readability 0.1gr

Width roller: 25mm. Rollers are stored in high vacuum system, adhesive sheets in a low and high vacu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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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cleen ambient ambient 4,3 4,6 0,3

1 weekend in vac (0.1 mbar) 4,3 4,5 0,2

18 hrs  in high vac (1e-6 mbar) 4,3 4,5 0,2

1 weekend in vac (1e-6mbar) ambient 4,3 4,5 0,2

1 weekend in vac (1e-6mbar) ambient 4,2 4,5 0,3

ultracleen ambient ambient 4,3 4,5 0,2

1 weekend in vac (0.1 mbar) 4,3 4,5 0,2

18hrs  in high vac (1e-6mbar) 4,3 4,5 0,2

1 weekend in vac (1e-6mbar) ambient 4,4 4,6 0,2

1 weekend in vac (1e-6mbar) ambient 4,3 4,5 0,2

Repeatability test (after cleaning roller repeat particle pickup measurement).

ultraclean ambient ambient 4,3 4,5 0,2

4,3 4,5 0.2

nanoclean ambient ambient 4,3 4,6 0,3

4,3 4,5 0,2

No difference in 
particle pickup for 
rollers  and/or 
adhesive sheets in 
vacuum or ambient 
conditions !!



 

그림 6 신형 진공 겸용 세척 시스템 

 

응용 분야 

진공 시스템 내에서도 신형 접촉 클리너를 설치할 수 있는 영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 언와인드 스테이션(unwind station)에서 코팅 전에 필름을 세척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와인드 스테이션에서 증착을 통해 미립자가 롤로 리와인드되어 

인접 필름 층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벽 필름 

코팅 분야와 관계가 있는데, 증착된 장벽 층이 매우 취약하여 필름에 장력을 가했을 

경우 혼입된 미립자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필름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금을 통해 수분이 유입되어 이 층을 통과해서 장벽 특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 번째 진공 응용 분야는 보호 필름 세척 분야로, 이 분야에서는 



얇으면서 민감한 증착된 층의 표면에 후속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 

Teknek 사는 Clean4Yield 프로젝트 팀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고 진공 환경 내에서의 

새로운 필름 세척 기회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확인한 후 진공 

상태에서 겸용이 가능하면서도 세척 효율은 손상되지 않는 새로운 엘라스토머 및 

접착식 세척 코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시스템은 OLED, OPV 및 장벽 

필름용 기능성 코팅 증착을 목표로 하는 진공 증착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장치에 병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