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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of an OLED(organic luminescent emitting device) fabrication system strongly depends on the design
of the evaporation cell-source. Trends in display sizes have hauled the enlargement of mother glass substrates. The
enlargement of substrates requires the improvement and the enlargement of the effusion cell-source for OLED evaporation
process. The deposited layers should be as uniform as possible,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effusion profile
of the molecules emitted from the cell-source. Conventional 2D DSMC algorithm cannot be used for simulating the new
concept cell-source design, such as a linear source. This work concerns the development of 3D DSMC (direct simulation
Monte Carlo) analysis for simulating the behavior of the evaporation cell-sources. In this paper, the 3D DSMC algorithm
was developed and the film thickness profiles were obtained by the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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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기EL(OLED; Organic Luminescent Emitting Device)

디스플레이는 저전압 구동, 자기 발광, 경량 박형, 광시

야각,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FPD; Flat Panel Display)로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3].

유기EL 디스플레이는 음극과 양극을 통하여 주입된

전자와 정공이 유기물 박막에서 여기자를 형성하고, 형

성된 여기자로부터 특정한 파장의 빛이 발생되는 현상

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층(multi-layer)의 박

막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저분자

계열의 제품들은 저항 가열 방식의 증발원(evaporation

cell-source)을 이용하여 기판(glass substrate) 위에 유기

물 박막을 형성하는 진공 증착 공정(vacuum thermal

evaporation process)으로 생산된다[3,4]. 진공 증착 공

정은 진공 챔버(chamber)의 하부에 위치한 증발원으로

부터 증발된 유기 재료가 보다 낮은 온도의 기판 위에

응축 성막되는 공정으로서, 공정 성능이 Fig. 1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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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thermal evapo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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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증발원의 방사(effusion) 특성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는다[5].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다 대면적의 모 기판

(mother glass)을 이용한 공정 기술 개발이 경주되고 있

으며, 증발원 개발을 위하여 진공 환경 하에서의 공정

실험이 시행된다. 진공 증착 공정은 진공 배기, 가열,

공정, 냉각 및 질소 퍼지(purge) 등의 단계로 구성되며,

1회의 공정 실험에 수 시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형태의

증발원 개발을 위한 공정 실험 및 제작을 위하여 수많

은 인력,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야기하게 된다. 실 제

작 및 실험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이용하여 실험을 대체하는 개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6].

대면적 기판에의 적용과 재료소비효율 등의 관점에

서 기존에 사용되던 형태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 점형

(point-type) 증발원의 개발은 물론 선형(linear), 면형

(planer) 등의 새로운 형태의 증발원을 개발하고자 하

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축대칭 형상의 점증

발원과는 달리 3차원 형상을 갖는 증발원의 개발을 위

하여는 3차원 희박 기체거동 해석이 요구되며, 이를 위

한 3차원 DSMC 해석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EL 증착 공정용 증발원 개발을

위하여, 희박기체 영역에서의 유기입자 거동 해석을 위

한 3차원 DSMC기법을 개발한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노즐을 가진 점증발원에 적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으며, 증발원의 유기 입자 방사 특성을 고

찰하였다.

2. 3차원 DSMC 해석 알고리즘

2.1. 증발원 모델링

기존의 DSMC 해석에서 해석의 대상이 되는 물리

공간(physical space)에 대하여 격자(mesh)를 형성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석하고

자 하는 형상이 복잡한 경우 격자의 경계를 형상 경계

와 일치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해석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7].

유기EL 증착 공정을 위하여 선형 증발원을 포함하

는 다양한 형상의 증발원에 대한 DSMC 해석을 수행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SG(constructive solid

geometry)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증발원의 형상을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에서 Fig. 2에 도사된 형상의 증

발원을 모델링하였다.

유기EL 증착 공정은 Fig.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

상(solid phase)의 유기물질이 기상(gas phase)으로 증

발(evaporation)되어, 증발원으로부 증발된 유기 입자가

기판으로의 이동(transfer) 그리고 기판 위에 박막으로

응축(condensation) 공정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

발원의 구조는 Fig. 2에 도시되어 있는 형태로서 가열

장치가 있는 도가니(crucible) 내에 재료를 충진하고,

상향에 위치한 기판으로 입자 이동할 수 있도록 증발

입자를 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즐(nozzle)을 가

지고 있는 구조이다.

CSG 모델링 기법은 원통(cylinder), 육면체(cubic),

원뿔(cone), 또는 구(sphere) 등의 기본 도형들을 이용

하여 부울리언 연산(Boolean operation)을 수행함으로

써 대상이 되는 형상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모델링하고자 하는 Fig. 2의 증발원 형상을 Fig.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원통으로 분리하여 부울리언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증발원의 형상을 CSG 모델링 기

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Fig. 2. Geometry of the effusion cell-source.

Fig. 3. CSG modeling of the effusion cell-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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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DSMC 해석을 위하여 CGS 모델링 기법으로

표현된 증발원 형상이 Fig. 4에 도시되어 있다. CSG

모델로 표현된 형상은 체적을 갖는 고체 모델(solid

model)로서 입자와의 충돌 처리가 가능한 형상 모델

(geometric model)이다.

2.2. 유기 입자의 증발

유기EL 증착 공정의 챔버 압력은 고진공 (UHV,

ultra high vacuum)으로 기상 유기재료 (vaporized

organic material) 의 밀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러

한 희박기체 유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직접 모사하는

확률적 방법인 DSMC 방법은 실제 유동의 입자를 대

표하는 모사입자 수~수백만 개를 이용하여, 계산 영역

에서 모사입자의 움직임과 충돌에 따른 위치 및 속도

를 추적해가는 해석 기법이다.

유동 해석에서 유동장의 입구와 출구에 대하여 압력

또는 속도 등의 경계 조건을 지정함으로써 유동의 흐

름을 정의하게 된다. 

유기EL 증발원에서 해석 공간으로 입자가 유입되는

곳은 유기 재료의 표면으로서, 가열된 유기 재료

(organic material)로부터 유기 입자가 증발되어 해석

공간으로 입사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평형 증기압은

열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얻어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증착 공정에서 증발원의 외부, 즉 증착기

챔버 내부는 증발 입자를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싱크

(sink)로 작용하므로 증기압은 평형 상태를 이루지 않

는다.

가열된 고상 또는 액상의 물질로부터 증발되는 입자

의 속도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증발되는 입자

의 열속력은 주어진 온도에 의한 Maxwell-Boltzmann

속도 분포(speed distribution)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8].

유기 재료 표면에서 증발되는 입자의 속력 분포를 계

산하기 위하여, 유기 재료는 호스트(host) 재료인 Alq3

에 대하여 분자량은 459, 유기 재료의 표면 온도는

573 K를 적용하였다. Maxwell-Boltzmann 속도 분포는

Fig. 5와 같은 분포를 가지며, 분자들의 최빈 속도(most

probable molecular velocity)는 150.3 m/sec, 평균 속도

는 169.5 m/sec로 계산되었다.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유기 재료 표면으로부터 해석

공간으로 입사되는 입자들의 평균 유속이나 압력 등

유동의 경계 조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착 속도 (deposition rate)로부터 단위

시간당 증발되는 유기 입자의 수밀도(number density)

및 질량 유량를 구함으로써 유기 재료 표면에서의 증

발 입자의 수를 예측하였다. 계산된 질량 유량에 의한

균일한 입자가 증발되어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3. 유기 입자의 이동 및 충돌

DSMC 해석의 가정은 기체(gas)가 매우 희박하여 입

자 간의 거리가 직경의 10배 이상인 경우이다. 이는 충

분히 작은 계산 시간 간격 하에서 입자의 움직임과 입

자 간의 충돌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각 시간 간격에서 대하여 주어진 모사 입자의 위치

와 속도를 추적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입자 개개의 상

호 작용들을 난수(random number)로 표현하여 확률론

적인 거동을 모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3차원

DSMC 해석을 위하여 증발원의 형상을 고체 모델인

Fig. 4. Cell-source represented by CSG modeling.

Fig. 5. Maxwell-Boltzmann speed distribution on the
evaporating surface of the organic material, Al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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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G 모델로 표현하였으며, 입자와 CSG 모델 표면 간

의 충돌 과정을 계산하고, 표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입자와 표면 충돌 알고리즘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반사(specular reflection) 충돌에 대

한 입자와 표면의 충돌 과정을 검토하였다. Fig. 6은

입자와 벽면과의 충돌에 의한 분자의 이동 경로를 보

여 주는 그림으로서 Fig. 6(a)의 정면도에서 입자의 이

동과 벽면, 배플(baffle)과 충돌을 거친 후에 노즐을 빠

져나가는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6는

노즐 부위의 충돌을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으로서 원

형 벽면에의 충돌 후의 진행 방향이 입사각과 같은 전

반사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SMC해석을 위한 기체-경계면 상호

작용 모델(gas and surface intersection model)은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난반사 확산(diffuse) 모델을 사

용하였다.[9]

3. 수치 해석 실험

3.1. 압력 및 속도 분포

공정 챔버(process chamber)의 내부 압력은 진공 펌

프에 의하여10−6 torr로 유지되므로, 해석 공간의 외부

경계조건을 압력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여 DSMC 해석

을 수행하였다.

3차원 DSMC 해석의 결과 증발원 내부 및 외부에

급격한 압력 변화가 존재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로그 스케일(logarithm scale)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는 Fig. 7과 같다. 증발원의 내부 압력은 10-3 torr 수준,

노즐 출구 부분의 압력은 10-4 torr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 8은 노즐 부근에서의 속도 벡터(velocity vector)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입자의 이동 방향을 판단할 수 있

다. 노즐 출구 부분에서 입자의 유동이 방산(diffuse)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노즐 출구 부분에

존재하는 압력으로 입자 간의 충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박막 두께 분포

증착 공정에서 박막 두께 분포(thin-film thickness

distribution)는 매우 중요한 공정 조건으로, 이의 예측

Fig. 6. Molecule-surface collision (specular reflection).

Fig. 7. Distribution of the simulated pressures (log scale).

Fig. 8. Velocity vectors around the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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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증발원으로부터 증발되는 입자의 방사 분포

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해석에 사용된 Fig. 2에 도시되어 있는

노즐을 갖는 증발원으로부터 방사되는 입자들에 의하

여 성막되는 박막 두께 분포가 시뮬레이션되었으며 그

결과가 Fig. 9에 도시되어 있다. 이상적인 점증발원은

밀폐된 공간에 극히 적은 구멍이 있는 형태로서 코사

인 함수의 형상을 갖는 박막 두께를 갖는다. 본 연구에

서 시뮬레이션된 증발원의 방사 특성이 이상적인 코사

인 함수 형상에 근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발원의 방사 특성을 표현하는 대표값으로 코사인

함수의 지수 값인 n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방향각

(α)에 대한 박막 두께(t)의 분포를 증발원 방사 특성 식

인 코사인 함수로 근사시킴으로써 지수 n 값을 계산할

수 있다.(식 1)

t=cosn(a) (1)

개발된 3D DSMC 해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공정

변수(process parameter) 중의 하나인 단위 시간 당 성

막 속도(deposition rate)에 따른 성막 두께 분포의 변화

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성막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

기 재료의 표면으로 부터 증발되어 공간으로 유입되는

입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인 Table 1로부터 성막 속도에 따라 n 값이 약 1.3~4.1

의 범위를 보였으며, 성막 속도가 증가할 수록 n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시뮬레이션에서

n 값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4. 결 론

3차원 희박 기체 유동 해석을 위한 3D DSMC 해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유기EL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증발원에 대한 3차원

형상 표현을 위하여 CSG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3차원 고체 모델(solid model)과 입자 간의 충돌, 간섭

등의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이 함께 개발되었다.

개발된 3D DSM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노즐이 있

는 점증발원의 거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입구 경계조

건인 증착 속도의 변화에 따라 노즐에서 분사되는 방

사 특성의 변화에 대한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증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 두께 분포를 표현하는 n

값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3차원 구조에 대한 형상 표현 및 희박 기체

거동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선형증발원 등의 새

로운 증발원 개발에 적용 가능함으로써 개발 기간의

단축 및 성능 최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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