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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인쇄 장비 및 유연 전자 소자에서 기판이 깨끗하면 수율도 향상 

 Sheila Hamilton 

Teknek Limited 

 

 서문 

기판 표면의 오염 입자는 모든 플라스틱 전자 장치 제조 단계에서 수율 손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 및 진공 환경 모두에서의 접촉 세척 엘라스토머의 입자 제거 효율성 제고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접촉 세척 

접촉 세척(contact cleaning) 기술은 세척 대상 기판과 접촉한 상태에서 굴러 가는 엘라스토머 

롤러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엘라스토머 표면이 기판 표면으로부터 오염 입자를 제거해서 

엘라스토머와 접촉한 상태로 굴러 가는 특수 제작된 접착 롤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 롤에 오염 

물질이 영구적으로 포착되는 기술입니다.  매우 효율적인 이 세척 기술은 30 여 년 전에 

개발되었지만 최근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면서 유연 전자 소자 및 전자 인쇄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혁신 1 - 나노클린 

 최소 10nm 크기의 미립자까지 제거 가능한 완벽한 실리콘 프리 시스템인 나노클린 엘라스토머가 

최근 개발되었습니다.  이 엘라스토머 제품은 추가적으로 정전하를 없애 주는 반도체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판 종류를 세척할 수 있으며 기판의 표면 에너지를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코팅 

전 단계에서 사용할 때 이상적입니다. 

 혁신 2 - UTF 

박막 소지 가공 시 재료를 판금 형태로 가공할 경우 주름 생성 및 부분 접힘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판에 대한 접착력은 매우 낮으면서도 오염 입자에 대한 접착력은 

높은 UTF 엘라스토머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엘라스토머 제품은 세척 효율성이 높아서 두께가 최소 

15 마이크론에 이르는 필름도 세척할 수 있습니다. 

 혁신 3 - 진공 호환성 

필름이 진공 침착 라인에 들어 가기 전에 필름을 세척하면 진공 시스템 내에서 생성된 오염 물질의 

핀홀 입자로 인한 결함이 크게 감소되는 반면에 되감기 과정 중에 결합된 미립자 주변에서 발생하는 

방호용 피막의 균열로 인해 방호용 피막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공 환경 내에서 

세척하면서 기체를 빼지 않고 진공 시스템 작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세척의 고효율성은 유지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Teknek 의 접촉 세척 엘라스토머 기술은 실리콘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고 진공 및 대기 환경 

모두에서 두께가 최소 15 마이크론에 이르는 판금 및 롤 형태 모두의 모든 기판 종류에서 100nm 에 

이르는 미립자를 제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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