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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of an OLED fabrication system strongly depends on the design of the evaporation cell-source.

Therefore, necessity of the preceding study for cell source development of new concept is becoming increase. A

development plan to substitute for experiment is applied as use simulation. In this study interpret behavior of a particle

through DSMC techniques, and in this paper presenting a form to make so as to have better performance of the point-

type cell source which had a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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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평판 디스플레이(FPD; flat panel display) 중 유기EL

디스플레이는 저 전압 구동, 자기 발광, 경략 박형, 광

시야 각, 그리고 빠른 응답 등의 장점으로 차세대 디스

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유기 EL의 발광 원리는 유기

물박막에 음극과 양극을 통하여 주입된 전자와 정공이

여기자를 형성하고, 형성된 여기자로부터 빛이 발생되

는 형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 분자 유기EL 디스플레

이의 소자는 다층의 유기 막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박

막층(thin-film layers)들은 일반적으로 진공 성막 공정

(vacuum evaporation process)에 의하여 형성된다.

유기EL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산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으며, 기판(glass

substrate)의 크기가 점점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기판 크

기가 확대됨에 따라 유기박막의 균일도는 점점 더 중요

한 공정 요건(process specification)이 되어가고 있다. 두께

균일도의 불 균일은 화소(pixel)에 따른 휘도, 색도 등 성

능 차이의 원인이 된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증착원(cell

source)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1,2].

증발원 개발을 위하여 진공 환경 하에서의 공정 실험이

시행된다. 진공 증착 공정은 진공 배기, 가열공정, 냉각 및

질소 퍼지(purge) 등의 단계로 구성되며, 1회의 공정 실험

에서 수 시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형태의 증발원 개발을

위한 공정 실험 및 제작을 위하여 수많은 인력,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야기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 제

작 및 실험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실험을 대체하는 개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3].

희박기체 영역에서 유기입자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

해 DSMC기법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

기 입자 방사 특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즐을 가진 점형(point-type) 증발원

의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여 노즐의 형상과 증발원의

유기 입자 방사 특성을 고찰하여 노즐 형상에 따른 시

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증발원 형상에 따른 유기 입자

방사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희박기체 거동해석
(Analysis of Rarefied Gas Dynamics)

2.1. DSMC방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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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희박기체 거동

(rarefied gas dynamics)을 활용한 해석 기법이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는 희박 기체의 거동 해석을 위하여 주

로 사용되는 DSMC 해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Monte Carlo방법이란 확률적 과정

(stochastic process)의 구조를 갖는 계산에서 난수를 사

용해(random sampling) 문제를 푸는 수치해법을 말한

다. 또한 비 확률적인 문제들(nonprobabilistic problems)

을 확률적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적분이나 미분 방정식이다.

DSMC는 일종의 Monte Carlo Simulation인데, Bird

가 희박기체 영역에 이 방법을 적용시키면서 명명한

이름이다[4].

DSMC 계산에서 모든 입자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체 유동 모사를 위해 실제 유동

에서 많은 수의 입자를 대표하는 모사 입자를 생성한

다. 실제 입자에 가깝도록 적절한 모델을 택하여 이 모

사 입자 각각의 위치, 속도, 내부 에너지 등을 부여한

다. 그리고 나서 관심 있는 계산 영역에서 이 입자들을

추적해 나간다. 실제 계산 상에서는 충돌과 입자 운동

을 동시에 고려할 수가 없으므로 입자를 모두 움직인

후에, 입자를 정지된 상태로 보고 충돌을 고려한다. 

입자 간의 충동을 어떻게 계산 할 것 이라든가, 입자가

경계층면에 충돌 했을 때 향후 거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타당한 모델링이 있어야 하며, DSMC기법은 실

제 유동의 물리적 상황을 그대로 모사하는 기법이므로

격자는 단순히 효과적인 충돌 짝의 선택과 적절한 유동

특성치의 샘플링을 위해서만 필요하기 때문이다[5].

3. 시뮬레이션 과정
(Simulation process order)

3.1. 증발원 모델링

새로운 개념의 증착원(cell source)개발을 위해 다양

한 증착원의 형상화가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2차원

적인 증착원의 격자(mesh)를 형성하여 DSMC 해석에

필요한 해석 대상을 모델링 하였다(Fig. 1~2).

실험에 사용된 증발원을 대상으로 격자가 생성되었

으며(Fig. 1),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 예시를 위해

생성된 격자는Fig. 2에 도시되어 있다.

3.2. 입자 거동 해석

격자(mesh)생성이 끝나면 유동장 내의 밀도를 계산

하기 위해 희박기체 거동해석에서 말한 DSMC 기법을

이용한 코드를 사용한다. 사용된 컴퓨터 언어는 포트란

(fortran)이며, 프로그램 초기화를 위한 입자의 속도, 내

부에너지를 결정하고, 입자가 시간간격(time step)과 각

속도에 맞게 이동하고 그것에 따른, 셀 정보의 색인

(indexing)작업을 하고 분자간 충돌에 대해 매 시간간격

(time step) 마다 입자가 어떤 확률로 충돌한다. 또한, 얼마

만큼의 충돌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충돌 샘플링

방법을 사용해 그에 따른 충돌 후 속도를 결정 한다[6].

증발원의 모델링 후 입자의 거동 해석을 통해 유동

장 내의 밀도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속

도 벡터(velocity vector), 유선(stream line) 그리고 밀

도(density) 분포의 가시적 표현이 가능하다(Fig. 3~5).

Fig. 1. Cell source. Fig. 2. Cell source.

Fig. 4. Stream line inside the

cell source.

Fig. 3. Velocity vector around

nozzle.

Fig. 5. Density distribution inside the cel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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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코사인 함수의 n값 계산

증발 입자의 분포는 실험으로부터 진공 증착 공정에

서 점증발원의 증발 현상은 코사인(cosine)함수의 n제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7].

코사인 근사 함수의 내용을 근거로 코사인(cosine)

함수의 지수인 n값을 구할 수 있다. 

Fig. 2의 증착원(cell source)를 해석 대상의 격자로

사용하여 성막 속도(rate)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n값

(n-values)이 도출되었다(Table 1). 

Table 1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나타내면 성막

속도(rate)에 따른 n값의 경향을 파악 할 수 있다(Fig. 6).

입자 거동 해석을 통해 기판(substrate)의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성막 두께 분포가 달라지는 경향

을 볼 수 있다(Fig. 7).

성막 속도 1A/sec에 대한 막 두께 분포가 Fig. 7에

도시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된 두께 분포로부터 계산된

n값이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4. 증착원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조건

증착원(cell source)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즐

(nozzle)의 길이(length)와 반지름(radius), 온도 (temperature)

등의 변수를 적용하였으며, 실험값과의 비교 시뮬레이

션을 실행 하였다.

설계 변수들을 분석하여 시스템 또는 장치가 유기

입자 거동에 미치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총 4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 데이터의 조건은 증착 공

정에서 사용되는 점증발원 (cell source)을 모델로 Fig. 1

와 같은 격자(mesh)를 사용 하였다.

노즐(nozzle)길이 25 mm, 반지름 7.5 mm를 기준으

로 결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노즐의 반지름과 길

이는 5단계(길이는 5 mm간격, 반지름은 2.5 mm간격)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에 기준이 되는

노즐 형태에 대해서는 실험값과의 비교도 수행하였다.

각 데이터의 표준오차는 식(2)와 같이 계산 되었으

며, 오차는 식(3)과 같이 계산되었다.

각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평균을 Table 2~5 그리

고 Fig. 9~12에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 값들은 모두 n값(cosn의 지

수n)을 뜻한다. 또한 Fig. 9, 10 그리고 11에서 표시된

검정색 막대는 표준오차 95%를 나타낸 것이다.

표준오차 = ±(Z)[(표준편차) / (표본크기)] 1/2 (2)

오차(%) = (3)

식 (1)에서의 표준편차와 표준오차는 n값에 관한 것

                                  

                                       
---------------------------------------------------------- 100 %( )×
실험값 −시뮬레이션값

실험값

Table 1. Simulated n-values

Rate(A/sec) Simulated (n-value)

0.06 3.7739

0.22 1.7368

1 0.4750

3 0.5798

Fig. 6. Result of simulated n-values.

Fig. 7. Thickness distribution.

Fig. 8. Geometry of the effusion 400cc cell-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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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모두 실수(real number)를 뜻하며, 신뢰도 95%

인 경우 Z = 1.96이다.

실험값의 n은 400cc 증착원이 사용된 공정에서 측정

된 n값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실험값을 비교

하였다(Table 5, Fig. 12).

4.2. 시뮬레이션 결과

노즐의 길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400cc 셀을

기준으로 하여 노즐의 길이를 25 mm를 기준으로 값을

5 mm간격으로 총 5단계 (15, 20, 25, 30, 35 mm)로 선

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Table 2).

시뮬레이션의 평균값을 보면 노즐 길이가 증가하면

n값이 연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

성막 속도가 감소 할수록 n값의 변화 폭과 평균 값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즐의 길이가 증가하면 n값(n-value)이 증가

하지만 길이 25 mm에서30 mm까지 성막 속도 1A/sec

(rate1)과 성막 속도 3A/sec(rate3)에서 각각 n값은 약

0.1과 0.03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9).

노즐의 반지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성막 속도

(rate)값이 증가하면 n값(n-value)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으며(Fig. 10), 7.5 mm값은 성막 속도1A/

sec(rate1)와 성막 속도 3A/sec(rate3)의 시뮬레이션 결

과에서 약 0.12 정도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Table 3).

노즐 설계 변수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 노즐의 길

Table 2. Change of the n-value regarding the nozzle length

노즐 길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반지름 7.5 mm 속도 200 m/s

노즐 길이(mm) 15 20 25 30 35

실험값 (Rate 1) 1.9200

Rate 0.22 A/sec 2.2784 2.6400 2.8017 3.2372 3.2372

Rate 1 A/sec 0.9257 0.9722 0.9737 0.8448 1.0481

Rate 3 A/sec 0.5322 0.6215 0.6444 0.6106 0.6397

Average 1.2454 1.4112 1.4733 1.5642 1.7327

표준편차 0.7479 0.8806 0.8442 1.1868 1.2680

표준오차 0.8463 0.9965 0.8274 1.3430 1.4349

오차(%) - - -49.29 - -

Fig. 9. Change of the n-value regarding the nozzle length.

Table 3. Change of the n-value regarding the nozzle radius

노즐 반지름에 따른 시뮬레이션:

노즐길이 25 mm 속도 200 m/s

노즐 반지름(mm) 2.5 5 7.5 10 12.5

실험값 (Rate 1) 1.9200

Rate 0.22 A/sec 6.3624 3.5482 2.8017 2.7959 2.7635

Rate 1 A/sec 2.3202 0.8321 0.9737 0.7917 0.7797

Rate 3 A/sec 1.1672 0.4216 0.6444 0.3821 0.3962

Average 3.2833 1.6006 1.4733 1.3232 1.3131

표준편차 2.2276 1.3873 0.8442 1.0547 1.0374

표준오차 2.5207 1.5699 0.8274 1.1935 1.1740

오차(%) - - -49.29 - -

Fig. 10. Change of the n-value regarding the nozzle radius.

Table 4. Change of the n-value regarding the temperature

온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노즐반지름 7.5 mm 노즐길이25 mm 속도200 m/s

Rate (A/sec) 0.06 0.22 1 3

실험값 n-value 2.5000 2.0900 1.9200 1.4800

온도 300 11.936 2.4582 0.9257 0.4679

온도 400 11.617 2.8017 0.9739 0.6444

온도 500 11.502 2.6170 0.9362 0.5226

Average 11.685 2.6256 0.9452 0.5226

표준편차 3.9804 0.2619 0.4225 0.4099

표준오차 3.9008 0.2566 0.4140 0.4019



유기 EL 성막 공정을 위한 점 증발원의 DSMC 시뮬레이션 15

Journal of KSDT Vol. 9, No. 3, 2010

이를 5 mm이하로 작게 하였을 경우 n값의 증가 폭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Fig. 10). 

노즐의 반지름과 길이는 서로 반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노즐의 크기를 결정할 때 반지름의 크기를 작

게 한다면 보다 큰 n값을 기대 할 수 있다.

노즐 길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반지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낮은 성막 속도에서 n값의

변화 폭과 평균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온도에 따른 시뮬레이션은 온도를 3단계(300, 400,

500oC)로 나누어 각 온도에서 성막 속도에 따른 n값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온도에 따라 n값의 변화

가 크지 않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성막 속도(rate)가 증가 하면 n값(n-value)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Table 4, Fig. 11).

Table 5와 Fig. 12는 400cc 증착원(cell source) 의 실

험 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한 표와 그래프이다. 실

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성막 속도(rate) 값이

증가하면 n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사한 그래

프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Fig. 12).

5. 결 론

유기EL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중 유기 막의 진공 성

막 공정에 대한DSMC 기법을 적용하여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증발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즐의 형상이

주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노즐의 길이와 반지름이

유기 입자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총 10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DSMC 기법을 이용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Table 2~3). 그 결

과 노즐의 반지름이 증가하면 코사인 (cosine) 함수의

지수n값은 감소하며, 노즐의 길이가 증가하면 n값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2차원적인 격자를

생성하여 점 증발원을 모델링 하여 시뮬레이션을 함으

로써 새로운 증발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2).

본 연구에서 실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 함으로써 실제 성막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Table 5).

유기재료 Alq3에 대하여 해석에 필요한 물성이 모두

알려지지 않아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실험값들과의 오

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해석에 필요한 물성이

모두 확보된다면, 개발된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력 있는

유기EL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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