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전문기업 적합형 flexible
display 기술 개발 조사·분석

미래창조과학부

약

1.

제목

: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특화된

R&D

전문기업 적합형

문

flexible display

기술 개발 조사·분석

□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LCD가 지배적이나 AMOLED를 거쳐 Flexible
한 형태로 진화할 예정

○ 삼성 등에서 연구개발 수준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였으나,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필요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제조 등의
경우 대기업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나

○ 실제 제조를 위한 공정 개선, 소재 탐색, 검사 및 장비 구현 등의 경우 R&D
특화 전문 중소형 강소기업에서 추진할 필요

□ 현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화를 위해서는, 전자 인쇄 기술 등의 공정 혁
신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며,

○ 현재 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유연화를 위한 기술 진보도 필요
□ 공정 뿐 아니라 검사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현재 무기물 검사 위주의 공정에
서 유기물 검사가 가능한 영역으로 진화할 필요

○ 단기적으로 공정 확립이 필요한 대규모 AMOLED의 경우에도 유기물 공정,
검사가 필요

□ 박근혜 정부의 경우 기술기반형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을 수립 중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할 대기업 제조이나, 부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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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등의 장비, 소재 등을 제공할 국내 강소기업이 필요

기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장비, 부품 등의 국산화가 늦어져 해외 기술 종
속이 일부 일어나는 상황

□ 이스라엘, 대만, 싱가폴 등은 특화된 R&D전문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진
○

행되어 창조경제의 벤치마킹 대상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으로의 진입을 위한 요소기술 획득을 위해 이미
이스라엘, 대만, 싱가폴 등은 중소기업 차원의 요소연구가 진행

□ 해외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 뿐 아니라 실제 상용화를 위한 전진기지인 특화
된

R&D전문기업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산업화에 가까운 요소기술 정보를

획득할 필요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경우, 핵심 기술인 공정, 검사에 있어 추진되고 있는
해외 사례 수집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해외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과 상용화 전진기지인 특화된 R&D전문기업의 동
향을 조사하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화를 위한 요소기술 정보 획득

○ 핵심 기술인 공정, 검사에 있어 추진되고 있는 해외 사례 수집을 통해 우리
나라 창조경제 진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전자 인쇄 기술 강국인 미국, 유럽 등의 기술 정보 획득과 Thin Laser Guide
Pannel(LGP) 기술 등 핵심 공정 기술 정보 확보
○ LCD 기반으로 유연화가 사업화 단계에서 진행 중인 Thin LGP의
만, 싱가폴, 이스라엘 등의 강소 R&D전문기업의 정보 획득

경우, 대

□ 유연 디스플레이 검사를 위한 유기물 검사장치의 경우, IT기반 바이오 산업
진입까지 고려한 기술이 진행 중이므로 정보획득이 시급

○ 이스라엘 등의 강소 R&D전문기업의 정보 획득을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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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형 해외 중
소

R&D

전문기업 및 학연이 에지기술로 접근하는 영역을 조사

○ 우리나라는 삼성 등 대기업 위주로 세계적 디스플레이 제조업을 구축하였으
나 장비, 소재 등 핵심 요소기술의 경쟁력은 취약하여 일자리 중심의 특화
된

R&D전문

강소형 중소기업 발굴이 절실

□ 이스라엘, 싱가폴 등 대기업 생산기지가 없는 국가는 특화된 R&D전문 강소
형 중소기업을 통한 고부가 요소기술에, 미국, 유럽 등은 생산기지는 중국 등
에 두고 고부가 강점 기술에 중점

○ 유기물 공정에 따라 대기압 유기 검사가 필요하고 전자 인쇄 등이 공정을
위한 핵심기술로 떠오르며, 중간단계로 초박형

□

LCD공정기술이

필요

유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로 많은 유수의 검사장비기업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B-nano社에서 air-SEM개발

○ 대기압 상태에서도 SEM 이미지를 약 10만배까지 볼 수 있는 기기로 현재
저수율로 고생 중인

AMOLED

및 플렉서블 공정에 필수적

○ 나아가, 바이오 검사 장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전자인쇄 공정은 저온에서 증착이 가능하여, 플렉서블 공정뿐 아니라, 소량
다품종 산업에 적합

○ 미국의 UIUC에서 200nm 선폭의 공정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여 아직 대량

공정에서는 공정 시간의 장기화로 쓰기어렵지만, 배선 수리 등에 단기적으
로 사용 가능

○ 전자피부, 웨어러블 디바이스, 3D프린팅 등 소량 다품종 공정에 사용을 모색
중이며, 접거나 펼칠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활용 가능

- 2 -

□

LCD

동향은 해외 경쟁사인

Apple의

동향 확보로, 이에 필요한 적합

공정기술을 확보

○ 레이저를 이용한 LGP가공기술은 초박형LCD을 위한 bottle-neck기술로 iTV
등 애플의 주력상품에 꼭 필요한 무기화 기술로 가능

5.

정보조사의 활용계획

5.1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실적(성과) 및 활용실태

□ 유기검사 분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in-line측정 대응 기술에 대해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자와 정보 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 창출

□ 인쇄전자 분야에서는 Foldable Display가 현재 정부 R&D로 기획 중이며, S

社

도 개발

Road map에

포함되어 국익 창출

□ 초박형 LCD 가공 기술 분야는 중소기업인 B
제안,

apple과

社와

정보 교류로 중기청 과제

접촉을 원하는 기업 및 국내 경쟁사에 정보 제공으로 국익 창

출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하던 대규모 성과 중심의
벗어나 창조경제형

*

R&D*로

R&D전략에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일자리 창출형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규모보다 부가가치를 고려한
공백, 에지기술 및 소량 다품종 기술 등

5.2

향후 기대 효과(수집된 정보의 향후 활용 기대 효과)

□ 유기검사 분야 획득 정보의 특허 회피 등을 통해 Bio 등으로의 활용을 위한
thin membrane, low-electron beam

등 기술 선점을 위한 기획방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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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기획 방향 도출
○ 단기적으로 AM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TSP 배선 복원
○ 장기적으로는 인쇄전자 기술의 강점(소량 다품종)을 살린 맞춤형
device, 3D printing, Bio

적용 등이 가능

□ 초박형 LCD 가공 기술 분야에 도출된
fs-Laser

wearable

방식 등과 융합할 경우,

LGP가공을

Flexible기판의

위한

Laser기술은

향후,

선택 가공 가능

□ 해외동향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창출형 R&D 및 산업을 위해 고부
가 소량 다품종 산업에 많은 추가조사가 절실

○ 현재 3D프린팅과 같은 산업 혁신을 이룰 기기의 보편화는 개인 맞춤형 트렌
드를 주도할 예정으로 이러한 트렌드와 관련된 해외주요국가의 강점을 조사
분석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만이 진입 가
능한 대량 소품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스마트폰 등의 위축 시 국가 위기 초
래 가능성

○ 반도체의 경우도 메모리 위주의 성장이며, 고부가 비메모리 영역(소량 다품
종)에서는 약세가 지속

□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NASA 등의 혁신기술을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확산하
여

High Power Device,

맞춤형 센서, 로직

기술을 산업화

Device

등 비메모리 분야 고부가

○ 이러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창조경제형 강소 기술의 발굴을 위해 해외 동향
의 추가 조사가 더욱 절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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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

장 서론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LCD가 지배적이나 AMOLED를 거쳐 Flexible
한 형태로 진화할 예정

○ 삼성 등에서 연구개발 수준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였으나,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필요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제조 등의
경우 대기업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나

○ 실제 제조를 위한 공정 개선, 소재 탐색, 검사 및 장비 구현 등의 경우 R&D
특화 전문 중소형 강소기업에서 추진할 필요

□ 현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화를 위해서는, 전자 인쇄 기술 등의 공정 혁
신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며,

○ 현재 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유연화를 위한 기술 진보도 필요
□ 공정 뿐 아니라 검사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현재 무기물 검사 위주의 공정에
서 유기물 검사가 가능한 영역으로 진화할 필요

○ 단기적으로 공정 확립이 필요한 대규모 AMOLED의 경우에도 유기물 공정,
검사가 필요

□ 박근혜 정부의 경우 기술기반형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을 수립 중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할 대기업 제조이나, 부품, 공
정, 검사 등의 장비, 소재 등을 제공할 국내 강소기업이 필요

-

기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장비, 부품 등의 국산화가 늦어져 해외 기술 종속
이 일부 일어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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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만, 싱가폴 등은 특화된

R&D전문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진

행되어 창조경제의 벤치마킹 대상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으로의 진입을 위한 요소기술 획득을 위해 이미
이스라엘, 대만, 싱가폴 등은 중소기업 차원의 요소연구가 진행

□ 해외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 뿐 아니라 실제 상용화를 위한 전진기지인 특화
된

R&D전문기업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산업화에 가까운 요소기술 정보를

획득할 필요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경우, 핵심 기술인 공정, 검사에 있어 추진되고 있는
해외 사례 수집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나. 사업 목표

□ 해외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과 상용화 전진기지인 특화된 R&D전문기업의 동
향을 조사하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화를 위한 요소기술 정보 획득

○ 핵심 기술인 공정, 검사에 있어 추진되고 있는 해외 사례 수집을 통해 우리
나라 창조경제 진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전자 인쇄 기술 강국인 미국, 유럽 등의 기술 정보 획득과 Thin Laser Guide
Pannel(LGP) 기술 등 핵심 공정 기술 정보 확보
○ LCD 기반으로 유연화가 사업화 단계에서 진행 중인 Thin LGP의
만, 싱가폴, 이스라엘 등의 강소 R&D전문기업의 정보 획득

경우, 대

□ 유연 디스플레이 검사를 위한 유기물 검사장치의 경우, IT기반 바이오 산업
진입까지 고려한 기술이 진행 중이므로 정보획득이 시급

○ 이스라엘 등의 강소 R&D전문기업의 정보 획득을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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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조사단 활동계획

□ 미국, 유럽 등 유연 디스플레이 공정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관련 인사와 미
팅을 통한 정보 수집

○ 단기 사업화가 가능하고 창조경제 창출 가능성이 큰 특화된 R&D 전문기업
적합형

flexible display

기술의 경우 기업 추진 현황 정보 획득

□ 해외 전문가, 전문기관의 경우 방문, 학회 장소 등에서의 접촉, 초청 등 가능
한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

○ 해외 전문가에게 정보 수집을 위한 자문료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 소속 기관
정보 및 가능시 해외 타동향까지 정보 수집의 범위를 확대

□ 국내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 시 국내 전문가의 자
문, 출장 지원, 해외 접촉과학자 자문료 지원 등 추진

○ 관련 학회 참여, 문헌 수집 등을 통해 정보 획득 병행 추진

라. 기술정보 활용 및 보급계획

□ 국내 관련 전문가, 강소형 중소기업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KISTI 등 정보 관
리 기관을 통해 확산

○ 관련 학회 참여,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관련 업체 대상 정보 제공에
주력

□ 유용한 정보 체득 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획 등에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반영

○ 연구개발 예산 조정 배분 시에 첨단융복합 전문위 활동을 통해 의견을 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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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유기 검사를 위한 전자현미경 분야

□ 2013년 시장 규모
전자현미경* 시장
광학현미경 시장

○

: 2008년 대비 55% 증가
: 2008년 대비 34% 증가

현미경 전체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광학 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산업/기술 전반에 걸쳐 미세관찰용 시장에서 광학현미경의 한계에 도달, 전
자현미경의 수요 증가

○ 세계 시장 기준 2008년 약 1.5Billion(1.7조원), 2016년 약 3.2Billion(3.5조원)예
상

□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 광학현미경(Light Microscope)에서 사용하
는 가시광선(visible

또한 유리렌즈(glass

lens)

확대상을 만드는 장

대신에

rays) 대신 전자선(electron beam)을,
전자렌즈(electron lens)를 사용하여 물체의

치

[표 2-1]

전자현미경의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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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선 대신에 전자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미경의 내부는 진공
상태여야 한다. 전자는 공기와 충돌하여 에너지가 소실되거나 굴절되는 등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전자현미경은 표본과 대물렌즈와 렌즈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지만 중간렌즈와
투영렌즈의 코일에 통하는 전류의 세기에 의해 배율이 결정되며 상의 초점은
대물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조절된다.

□ 광학현미경은 실제의 상을 볼 수 있지만 전자현미경은 형광판이나 사진판을
통해 상을 볼 수 있다.

□ 광학현미경은 표본의 빛을 흡수/반사함으로써 상이 형성되는 반면, 전자현미
경에서는 전자선이 시료의 표면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이차 전자, 산란전자,
투과전자,

X-Ray

등을 측정하여 표면의 형태를 영상으로 나타낸다.

□ 전자현미경의 특징
○ 최근 정보기기들의 극소화 추세 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 분야에서도 극미세
기술의 산업화로 인해미세구조물 또는 재료의 표면형상에 대한 정보를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나노연구가 활발

해지면서 나노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

고 있으며, 전자현미경은 그 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현미경은 높은 에너지의 전자빔을 이용하여 전자가 시편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이차전자, 반사전자,

X-선

등을 검출하여 확대상을 촬영하는 장치

이다.

□ 전자현미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분해능이 높기 때문에 고배율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다. 열방사형

SEM은 10만배 이상(분해능: 3~5 nm), 전계방사형
SEM(FE-SEM)은 최대 100만배(분해능: 1~2 nm)까지 확대상을 얻을 수 있다.
○ 둘째, SEM은 고배율 뿐 아니라 10~100배의 저배율 관찰에도 사용할 수 있
다. SEM은 렌즈를 교환하지 않고 단지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켜 배
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배율에서 넓은 면적을 관찰한
후 관심 있는 미세영역을 고배율로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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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과 달리 피사계 심도가 대단히 깊다. 피사계

심도란 관찰 대상물의 확대영상에서 초점이 맞는 깊이 범위를 말한다.

○ 넷째, 최근 SEM은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상의 저장은 물론 영
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 다섯째, 다양한 검출기 및 주변기기를 장착하여 응용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
특히,

X선

분광분석기(EDS)는 짧은 시간에 미세영역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

개 때문에 이차전자 검출기와 함께 필수적 검출기법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 한편, 전자현미경의 단점이라면 우선, 고전압(0.5~30 kV)을 사용하여 가속전

자를 발생시키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가 요구되며, 전자빔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공(10-5

torr

이하)이 필수적이다. 이 두 가지 요소(고전압과 진공기

술)로 인해 전자현미경은 크고 복잡하며 가격 또한 비쌀 수 밖에 없다. 한
편, 전자현미경에서는 부도체 시료의 경우 전자빔의 전자가 시료에 축적되
어 궁극적으로 전자빔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미지가 왜곡된다.
이 때문에 부도체 시료의 경우 표면을

Au

또는

Pt

등의 전도체로 코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1]

□

<그림2-1>은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측정한 영상으로서

면조도가

영상은

3차원 이미지와 유사하여 물체를 훨씬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SEM은 요철이 심한 파단면의 관찰이나 표
큰 시료를 관찰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차원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확하게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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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의 비교

주사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

광원

전자빔(파장: 0.6nm)

자외-가시광선(파장 : 200~750nm)

매질

진공

대기

전자렌즈

렌즈

광학렌즈(상 확대)

(전기장 이용, Probe조절)

가시영역

:

200nm,

자외영역

분해능

일반 SEM : 3~5nm FE-SEM : 1~2nm

초점심도

30

약 0.1

배율

10~30만배(연속 가변)

10~2,000배(렌즈 교환)

상 종류

이차전자, 반사전자, X-ray등

투과상, 반사상

Contrast

기하학적 성질, 물리학적 성질

광의 흡수 및 반사(색, 명암)

100nm

□
사례
○ 일본 OSAKA대학 초고압 전자현미경센터는 세계 최고 가속전압 300만V의
OSAKA대학의 학내 공동교육 연구시설이다. 300
전자현미경에다 10만V에서 30만V 정도의 범용 전자현미경, 재

초고압 전자현미경이 있는
만V 초고압

료계에서 생물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료제작 장치가 정비되어 있어 다양한
관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 특히 300만V 초고압 전자현미경은 세계 유일한 장치로 그 우수한 투과능을
활용하여 두꺼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실리콘 박막의 경우

6㎛

정도의

두께까지 관찰할 수 있어 민감한 물성 관찰에 매우 유효하다. 이 특징을 이
용하여 전자선 단층촬영법(tomography)에 의한 반도체 디바이스 시료의 두

3차원
발휘한다.

꺼운 방향 및
위력을

입체 해석, 혹은 생물시료에서 세포의 형태 평가 등에

○ 이러한 특수한 장치를 이용한 일본에서의 특색있는 학술연구의 추진과 산업
활동의 활성화 촉진은 국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대형
설비의 공동 이용을 중심으로 한 나노기술 관련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용 촉

2002년부터 5년간 문부과학성 나노테크놀러지 종합지원
발족하였다. 당 센터는 그 운영 모체가 된 초고압 투과형

진을 배경으로서

프

로젝트사업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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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에 속하여 재료/생체 나노 구조해석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
중

○ 2012년 7월부터 10년에 걸쳐 문부과학성에 의해 새로운 나노기술에 관한 첨
단 연구시설과 그 활용 노하우를 가진 기관이 긴밀하게 제휴하여 전국적인
나노기술의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산학관의 다양한 이용자에 의한 공동 이
용을 촉진하여 개개의 이용자에 대하여 문제해결로의 최단 접근을 제공함과
함께 산학관 제휴나 이 분야 융합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 “나노테크놀러지
플랫폼” 사업 개시.

나. 인쇄 전자 분야

□ 인쇄 전자 최신 기술 및 시장 동향
○ 인쇄 전자(Printed Electronics)란 프린팅 공정기법으로 만들어진 전자 소자

혹은 전자 제품을 의미하며, 고난도로 조절된 클린룸에서 제조되는 기술이
아닌 저가의 기판 위에서 자동화된 공정으로 프린팅 되는 소자를 말한다.

○ 이러한 프린팅 전자 소자 제품으로는 2차원 및 3차원 영상의 프린팅 패턴과
조체, 이를 기능성 잉크로 프린팅한 도선,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등의 수동
소자,

TFT 등의 능동소자가 있으며, 이들의
전자종이, 솔라셀, 프린팅 센서 등이 있다.

집합체로 이루어진

[그림 2-2] 전자인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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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태그,

○

전자 소자 생산의 중요 요소는 생산 기술, 기판, 재료, 공정 등이 핵
심 인자로, 그림 2에서처럼 이들 요소들이모두 유기적 연결을 통해 발전 가
능하고, 이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간의 공동 개발이 가시화되어야
만 잠재되어있는 응용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먼저 프린팅 전자 소자 분야가 곧 개화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믿는 7가지 징
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프린팅 전자 소자의 근간이 되는 기초 과학 기술이 폭넓게 이해되고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전도성 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
으며 현재 사용되는 프린팅 기술의 역사도 유구하다. 메탈 잉크 분야 역시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오고 있다.

(2)
(3)

안정적인 전자 프린팅 잉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잉크 회사 및 잉크젯 설비 회사들이 추가 투자를 계획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
색하고 있다.

(4)

프린팅 소자의 초기 생산품인 의료 이미지 시스템,

RFID

안테나, 렉서블 디

스플레이 등에 이어서 2세대 제품들이 준비 중이다.

(5)
(6)

보다 간단한 공정에 의해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프린팅 소자는 차세대 유비쿼터스 퓨팅을

향한 대세이다.

(7)

전자 산업이 응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 2000년 이후로 프린팅 전자 소자 및 제품에 대한 연구들이 미국, 유럽, 일본
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도

OTFT 기술, OLED 기술
등의 디스플레이 분야를 필두로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 짧은 역사와 주변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선 첫째로는 재료
기술로써, 상온에서 프린팅 공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전도성, 반도체성,
절연성 재료들이 아직은 성능이 미흡하고 또 매우 고가이다. 둘째는 공정
장비 기술로써, 프린팅 기술이 시각적인 프린팅 기술에서 전자소자의 프린
팅 기술로 아직 전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 정밀도 20um급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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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으며, 프린팅 패턴의 균일도 역시 매우 좋
지 않다. 따라서 프린팅 전자 소자 및 제품에 적합한 프린팅 공정 장비의
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10um급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리고, 프린팅 패턴

의 반복균일도 역시 전자 소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 세계 유기 전자 소자 시장은 2010년 5조원에서 2015년 약 30조원으로 그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유기 전자 소자의 대부분이 프린팅
공정을 통한 전자 소자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초기의 프
린팅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어 새로운 용도의 저가 전자소자의 제작
에 이용되어 그 가능성을 넓혀 나가다 궁극적으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전
자제품의 대부분은 가까운 미래에 프린팅 소자화 되어 생산 원가를 획기적
으로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 자명하다. 프린팅 전자 소자 기술은 제
조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는 보다 복잡한 응용 분야로 확대
될 전망이다. 향후

2010년대의
본다면, 반도체

시대는 유비쿼터스와 고에너지 가격의 시대

라는 관점으로

회로, 디스플레이, 조명,

RFID

태그, 전자종

이, 태양전지, 바이오센서 등의 프린팅 전자 소자 제품군들이 새로운 주역으
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프린팅 전자 소자 시장은 기존 시장이 파괴되
고 새로 생성되는 기술인 파괴적 기술의 약진이 기대되며 이에 따른 국내의
연구개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차세대기
술로 유망한 프린팅 전자 소자 산업에 관한 기술, 생산, 시장을 포함하는 총
괄적인 전 세계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쇄 전자 소자의 재료
○ 오늘날 85%의 바코드가 인쇄되는 방식과 같이 사물 위에 곧바로 전자기기

를 인쇄할 수 있다면 지금의 전자기기의 기판, 케이스, 키보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시장과 수익성 업체들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대부분은 거의 잉크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세대
잉크는 동일한 무게의 금보다 수십 배 고가에 판매될 수있다. 그렇지만 원
자 몇 개의 두께에 불과한 층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저가격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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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다. 트랜지스터, 태양전지, 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전자 설
계를 위한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체 및 반도체, 절연, 발광, 프로텍션 잉
크 등이 필요하다. 하나의 잉크 용제는 바로 아래에 놓여 있는 민감한 레이
어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들 잉크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피부

에 인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낮은 온도로 경화되어야 한다. 군사용 애플리
케이션 분야에 있어서 미국 육군은 병사들이 휴대하는 장비를 지금과 비교

70%까지 줄이면서도 병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첨단 인쇄 기술을 이용한 전자 의복, 인쇄 배
터리, 인쇄 광전지, 인체 센서로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특히 유기 화학자들
해 수년 이내에

은 이러한 모든 인쇄 전자기기는 결국 유기 잉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
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전문가들도 이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유럽 위
원회의 상당한 연구 자금 또한 플리어플라이(Polyapply)나 폴리(Poly)라는
이름하에 제공되고 있다. 플라스틱 로직과 폴리머 비전 등의 회사들이 등장
했고 독일에서는

OEA(Organic Electronics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또한

플라스틱 일렉트로닉스 및 유기 일렉트로닉스 등과 같은 관련 컨퍼런스들이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문제는 어떠한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합당한 가격대를 구
현할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 프린팅 재료 즉, 전자 잉크를 분류하면, 금속

(은,

금, 구리, 니켈) 잉크, 유기(고분자, 저분자, 올리고머, 덴드리머) 잉크,

무기(카본 나노튜브, 나노 와이어, 실리콘, 산화금속) 잉크 등으로 나뉘어 진
다. 다수의 흥미로운 유기 반도체 및 유전체 잉크들이 생산되고 있기는 하
지만 대다수 인쇄 전자기기는 유기 및 무기 잉크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갈
수록 더 많은 인쇄 전자기기들이 한 잉크에 유기 및 무기 소재를 결합하거
나 원소 탄소와 유기 화합물을 결합한 층이 최소한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 프린팅 전자 산업에 사용되는 전자 잉크의 시장은 프린팅 전자 소자의 개발
과 더불어 급속히 성장하리라 생각된다. 그림 3은

2010년의 잉크 시장을 추
정하고 있다. 한 예로 전도성 잉크 시장은 2015년에 43억 달러의 가장 큰
재료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전도성 유기 잉크는 13억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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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또한 디스플레이와 조명 시장을 겨냥한
도체 잉크는

2015년에 3억7천만

OLED를

위한 반

달러의 시장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전

지 등에 사용되는 프린팅광전자 소자는

2015년경 4억

달러의 반도체 잉크

재료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산업에 이용되는 절연체들을 위해서
도

2015년에 7억

달러의 프린팅 잉크가 소비될 것이다.
[그림 2-3]

○ 부분 인쇄 박막 연료 전지, 액추에이터, 마이크로폰, 라우드 스피커, 레이저
등이 진화하고 있을 뿐더러 유기 또는 무기 화학물질 단독으로 이들 모든
기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로
투명 전자기기는 일반적으로 잉크의 유기 화합물을 기반으로 하며, 다수의
연구 주제로서 광전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실리콘에 대한 무기물 대안
에 관한 것이다. 인쇄 반도체를 생각해 보자. 인쇄 반도체는 전계 발광 기능
이 예를 들어

C60

탄소버키볼(buckyball)에 의해 억제되는 특수한 형태의 광

전지에 사용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 디스플레이에 이용된다. 인쇄 트랜지
스터만 해도 고주파 동작에서부터 낮은 전력 소비, 고전력을 핸들링하기 위
한 투명성, 광 방출 등 여러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
하면 트랜지스터의 최대 동작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기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 주입되는 반도체 잉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층의 전하 운반체이동성이다. 이 이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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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기 잉크는 이 측면에서 점
차적으로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동성이 매우 낮다. 연구자들은 이동성
이

100배

높은 특정한 무기 화합물을 박막 층으로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를 높은 속도로 릴-투-릴 인쇄로 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었
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쿄 공과대학과 토판 프린
팅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InGaZnO

반도체를 이용해 이를 수행하고 있다.

○ 경화 시에는 유기 운반체가 파괴된다. 또한 코비오는 바로 최근에 유기 반도
체보다 이동성이

1,000배에

달하고 훨씬 더 소형의 트랜지스터를 인쇄할 수

있는 나노 실리콘 잉크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이전 방식의 실리콘 칩이 차
지하던 면적에 수천 개의 트랜지스터를 증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비교
해 유기 트랜지스터 어레이는 기차표처럼 보인다. 조만간 코비오는 독자적

RFID의 주요 사양을 충족하고 라벨용 실리콘 칩을 인쇄 형태로 대체
할 것이다. 초기에는 80% 더 저렴하게, 그리고 향후에는 90% 더 저렴한 가
격으로 칩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연간 수백 조의
으로

바코드를 좀 더 믿을 수 있고 범용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실
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실리콘 태양열 전지는 무겁고, 깨지기 쉽
고, 비효율적이며, 비싸다. 이들 대부분은 공급업체나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
으로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판매될 뿐이다. 이제는 저가

(Cadmium Telluride)박막이 실리콘보
다 구입 및 설치, 유지가 더 저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에 15억
달러 수주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이를
어떻게 인쇄할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 티타늄 나노입자와
CIGS (Copper Indium Gallium Diselenide) 상에 루테늄(Ruthenium) 기반
유기 안료를 이용한 안료 감광성 태양열 전지가 연구되고 있다. 공장에서는
이제 릴-투-릴로 저가형 폴리머 기판 상에 잉크젯 인쇄가 이용되고 있다. 대
표적인 예로서 영국의 G24 이노베이션스와 미국 및 독일의 나노솔라를 들
수 있다. DSSC는 열과 빛으로부터 전기를 발생(열광전지)시키며, 특별히 낮
은 입사 각도의 광 및 반사에 의한 편광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CIGS는 빛
형 플렉서블 기판 상의 카드뮴 텔루르

을 전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면적보다 가격에 매우 민
감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쇄 유기 광전지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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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 특히 컨덕터에 있어서 이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수십 나노
미터의 입자 또는 박막 두께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 많은 수량의 라
벨이나 컬러 영상 등을 제공하는 넓은 면적의 전광판, 태양열 패널 등을 생
산하는 곳에도 은과 같은 매우 비싼 소재를 채택한다. 엔터 나노마스 테크
놀로지는 잉크로 일관된 3마이크론은 입자를 생성함으로써 용융점을

1/10로

낮췄다. 펜을 검정색 잉크에 담그고, 아세테이트 필름에 쓴 다음, 필름을 왜
곡하지 않으면서 입자들을 녹이고, 아주 적은 물질을 이용해 벌크 은에 근
접한 전기 전도성을 가진 거울과 같은 층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마법과 같은 것이며, 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쇄 전자기기의 연구 및
시제품 개발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인쇄기술은 스크린 인쇄이며, 본격적인
생산에 주로 이용되는 기술은 플라스틱 로직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이의
백플레인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포함하는 잉크젯 인쇄이다. 하지만 플렉소,
그라비어, 노광, 기타 옵션, 혹은 각각의 층에 이들의 조합을 채택한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흔히 각각의 층에 중간적 단계로서 일부 스
핀 코팅, 화학 증착, 또는 스퍼터링을 이용하기도 한다.

□ 인쇄 전자 소자 재료의 응용 시장 기회 분석
○ 표 1은 프린팅 소자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 재료 회사들의 시장 진입
기회 요소들을 분석한 내용의 요약이다. 프린팅 전자 소자에 이용되는 대부
분의 잉크 재료는 은 잉크와 고분자 잉크이다. 이 중에서 은 잉크가 좀 더
성숙되어 있고 이는

RFID

안테나 혹은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의 초기 상품화

에 기여하고 있다. 은 잉크 시장은

2013년에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대표적인 실버 잉크 회사는 캐봇으로 높은 품질의 잉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회사로서 어드밴스트 나노 프로덕트, 시마 나노테크, 아체
슨, 크리에이티브메터리얼스, 다우코닝, 듀폰 메텍, 하리마 케미컬, 파라렉,
프 레시시아, 엑스잉크, 미쓰비시, 페로 등이 있다. 고분자 잉크분야는 합성
화학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성능이 대폭 향상될것으로 기대되며

17억

2013년에는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프린팅 전자 소자 분야의 대표적인 유

기물 잉크 공급업체로는 머크, 듀폰,

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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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 플렉스트로닉스,

BASF,

다우

,

사토머, 선 케미컬, 스미토모,

T-ink,

제록스 등이 있으나 은 잉크 분야

의 캐봇처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유기 잉크 회사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덜 성숙되어 있다는 반증이며 향후 개발의 여지가 많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프린팅

1,000~2,000달러의

OLED의

잉크 재료는 가격이

고가로, 시장에 생산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g당

3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표 2-3]

○ 프린팅 전자 소자 기판을 주요 연구 기회로 삼고 있는 회사 중에서 현재 두
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는 듀폰-테이진으로
개발 중이며, 제너럴

PET과 PEN을 주력 상품으로
아토믹, 코베메, 바이텍스 시스템스, 3M, 사이모픽스에

주로 납품 중이다. 이들 회사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배리어 코팅을 추가하
여 프린팅 소자업체에 공급한다. 그 다음으로 플라스틱 기판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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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과

다우코닝이다. 그 밖

이들 기판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예상되는 회사로 코베메와 바이
텍스가 있다. 프린팅 전자 소자의 기판 시장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표 2-3]

- 21 -

□

전자 소자를 위한 공정의 종류 및 특성

○ 표 2는 전자 소자 제조에 가능한 프린팅 공정을 분류하고 있다.
1.

잉크젯 프린팅

잉크젯 프린팅법은 헤드로부터 미세한 잉크 방울(직경30um 이하)을 토출시켜
원하는 위치에 패터닝하는 공정 기술이다. 이 기술은 비접촉식 방식으로 작은
체적에 복잡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공정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 기
술의 응용 분야는 사무실과 집에서의 컴퓨터로부터 상업 인쇄, 공업 인쇄, 디스
플레이나 전자 회로 분야 및 바이오 칩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잉크젯 기술의 장점을 살펴보면, 기존의 포토 공정이 수십 단계에 이르는 복잡
한 공정이 필요한 반면 잉크젯의 경우 원하는 곳에 필요한 물질을 패터닝할 수
있는‘Pattern

on Demand’공정이 가능하므로 극히 단순한 공정으로 패터닝을 완
성할 수 있다. 포토 공정의 스핀 코팅 시에는 버리는 재료가 90% 이상이 되어
고가 재료의 이용 효율이 극히 낮다. 반면에 잉크젯은 필요한 부분만 재료를 도
포하므로 재료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결과적으로 폐기물이 없는 친환
경 공정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잉크젯 도포는 원리적으로 타 공정에 비해 기판
사이즈 증가에 대한 대응이 자유롭다.
멀티헤드 부착으로 대형 기판 대응과 양산성 확보도 가능하다. 기존의 포토 공
정처럼 많은 장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클린룸 소요면적이 감소되고 러닝 크스
트가 줄어든다. 그리고 재료비, 장비 투자비, 클린룸 운영비, 인건비 등의 대폭
감소에 의한 제품 가격 경쟁력의 창출이 가능하다. 잉크젯 기술의 전개 가능성
및 한계를 생각해보면, 현재까지는 수십~수백

um의

패턴을 포토 공정 대신에

다이렉트 패터닝 할 수 있는 점이 잉크젯 공정의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
만 잉크젯 기술은 수

um의

미세패턴을 형성하는 데에는 부적합한 공정이다.

잉크젯 공정을 적용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기술적인 요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잉크젯 도포에 필요한 스테이지 이동은 현실적으로

2~3um

이상의 에

러는 항상 포함하고 있으며 잉크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탄도가 변하는 정도
는 약

3~5um

정도로 보고 있다. 기타 정렬 공차, 뱅크 형성 오차, 노즐 크기

오차 등의 요인에 의한 에러를 감안하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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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um의

랜딩 에러를 기본적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으로 어려우며

30~60um

패터닝도 상당히

20um 이하의 패터닝은 실용적
고도의 공정, 재료, 장비 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 잉크젯에 의해 원활히 분사가 될 수 있는 잉크의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매의 증발에 의한 점도 변화, 잉크 찌꺼기에 의한 노즐 막힘,
탄도 변화 등의 심각한 프린팅 에러를 야기할수 있다. 잉크유로와 노즐 등에 잉
크와의 정합성을 위해 표면 개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잉크방울의 크기가

10μm

이하로 작아지면 표면에너지가 커져 잉크방울이 비산

되어 적절한 탄식군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100μm

이상으로 커지면 운동에 너지

가 커져서 기판 상에 충돌에 의한 분산성이 커진다. 또한 잉크점도가
상 되면 분사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

10kHz정도의

10cps

10cps

이

정도의 점도에서는

분사가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판 상에 잉크가 안착되는 부분과 각 픽셀을 분리하는 뱅크가 잉크와 서로 다
른 상생관계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 일례로

OLED의 경우 뱅크 재료인
ITO기판은 잉크를 고착시키는

폴리이

미드는 잉크를 밀어내는 성질이 필요하고

표면특

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표면에 다른 버퍼층을 형성해 주는 방
법도 있으며 또는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개질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잉
크젯 방식은 연속적으로 액적을 토출시키는 컨티뉴어스 방식과 선택적으로 액
적을 토출시키는 온 디맨드 방식의 두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컨티뉴어스 방식은
일반적으로 장치가 대형이고 인쇄 품위가 낮아 컬러화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저해상도의 마킹에 사용되고 있다. 고해상도의 패터닝 목적으로는 온 디맨
드 방식이 대상이 된다. 온 디맨드 방식 잉크젯 인쇄로는 현재 피에조 방식과
버블젯 방식(Thermal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피에조 방식은 잉크실을 압전소자(전압을 인가하면 변형하는 소자)로 바꿔 체적
을 변화시켜, 잉크실 안의 잉크에 압력을 주면 노즐을 통해 토출되는 것이고,
버블젯 방식은 잉크에 압력을 주면 노즐을 통해 토출되는 것이며, 버블젯 방식
은 잉크에 열을 가해 순간적으로 기포를 발생시켜 그 압력으로 잉크가 토출되
는 것이다. 버블 방식은 소형화, 고밀도화 하기 쉽고 헤드의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오피스용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다만,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헤드
의 내구 수명이 짧고, 용매의 비등점 영향이나 잉크 재료로의 열 손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잉크가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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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고밀도화와 헤드 비용의 측면에서는 버블 방식보다 떨어지지만,
잉크에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헤드의 수명, 잉크의 플렉서블리티의 측면에서
는 뛰어나 오피스용 이외의 상업 인쇄나 공업 인쇄, 디바이스 제작에는 더 적합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잉크는 기본적으로 물과 비슷해야 하고 노즐 근방에서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표면 장력이

35mNm-1

이상이어야 한다. 잉크의 점도는

4~20mPas가

되어

야 한다. 잉크에서는습윤제라고 하는 수분을 일정하게 하는 성분을 섞어서 노즐
에서의 막힘을 없앤다. 잉크젯에서 색을 나타내기 위해 색소를 잉크에 녹이지
않고 안료를 사용하는데 그 크기는
하여 거의 모든 재료를 잉크젯으로

100~400nm
도포한다.

이다. 최근에는 그 기술이 발전

세라믹 파우더, 지르코니아, 티타니아 바륨 스트론튬 티탄산염, 솔-젤 세라믹,
강유전체 박막 필름, 마그네틱 파티클, 초전도 산화물을 잉크젯으로 만들수 있
고 세라믹은

45볼륨%

까지 가능하다. 금속으로는 무전해 도금을 이용하거나

금, 은, 동 같이 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든 다음 분사하여 금속을 프린팅 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하여 효소 멤브레인을 잉크젯하여 바이오센
서를 만들거나 단백질, 세포,

DNA,

박테리아 같은 것을 잉크젯하여 바이오 분

석에 응용할 수 있다. 잉크젯을 이용하면 전도성 고분자나 자가 결합 모노레이
어 등을 이용하여
카드에 사용되는
한다.

LCD

100micron의 정확도로 잉크젯화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통
RFID마저도 잉크젯을 사용하여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려고

업체에서 잉크젯 공정을 컬러필터에 적용하여 양산을 준비 중이며

플라스틱 로직사는 전자 종이 및

RFID

태그 양산을 할 예정이고, 도시바, 엡손,

듀폰 등은 고분자 디스플레이에 적용한 바 있다.

Center)

PARC(Palo Alto Research

등 많은 연구 그룹에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잉크젯 프린팅법으로

구현하고자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저가형

LCD TV

컬러 필터 제조 방법이 개발되

어 양산 준비 중이다. 레드, 그린, 블루 컬러는 일반적으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
을 이용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기술 대신 잉크젯 기술로 전환하면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법이 재료 사용률을 높이고 포토마스크나 포토레
지스트와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10%

RGB

염료 소비가

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어떠한 노출이나 개발 과정이 불필요해 장비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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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 또한 훨씬 적게 든다.
[그림 2-5, 6]

250억엔 정도로, 이는 기존의 기술을 사용하
비슷한 규모의 공장에 비해 60%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46인치 LCD 패널
경우 부품이 총 비용의 65%를 차지하고, 그 중 30%는 컬러 필터가 차지하
것으로 나타났다. 컬러 필터는 총 패널 비용의 20%를 차지한다. DNP가

일본
는
의
는

DNP의

설비 투자비용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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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용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면 결과적으로 총 패널 비

4%

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 잉크젯 기술을 이용하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성능 향상이라는 이점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투과도가 향상되어 백색광을

5%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포토리소

그래피에서는 블루파장을 흡수하기 위해 감광성 재료를 추가해야 했지만 이제
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OLED

DNP는

잉크젯 기술의 적용 대상을 컬러 필터 외에

패널에도 적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 중이다. 그러나 컬러 필터 제조에서

획득한 기술 노하우를

OLED

패널 제조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사용하는

재료부터가 완전히 다르고 컬러 필터는 두께가

1.5-2um인

반면

OLED는

나노

미터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잉크 용매, 헤드 디자인 및 건조와 같은 부분
에서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일본의 세이코 엡손과

JSR은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저온폴리실리콘

에 성공했다. 이는 차세대 실리콘

TFT

TFT

생산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박고 있는 유기

TFT의 모든 장점을 폴리실리콘 TFT가 제공한다는 점에 서 업계의 관심을
있다. LCD 패널과 기타 용도에 사용되는 실리콘 TFT는 현재 진공펌프나

얻고
무균

실 등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이
공정은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료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반면에 유기

TFT는

잉크젯 및 기타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므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실리콘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전자 이동도 등, 성능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
다. 잉크젯 기술로 실리콘

TFT 생산이 가능한 액정 실리콘 소재를 개발하여 지
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LCD 패널이나 OLED 패널을 구동하기에 충분한 성능
을 지닌 TFT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개발된 액정의 주성분은 일반 사슬로 연결된 SiH2 염기인 플리실란(polysilane)
이다. 유리 기판을 폴리실란으로 코팅한 후 약 540℃에서 소결해 H2를 연소 제
거하면 실리콘만 남는다. 폴리실란은 1920년대 이후부터 알려졌으나 액정 상태
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유기 용매에 녹지 않기 때문이었다. 엡손과
JSR은 폴리실란이 유기 용매에서 용해되도록 폴리실란을 중합시킨 욤기 CPS를
혼합했다. CPS의 끓는점은 약 1,290℃이고 유기 용매로 사용하는 톨루엔의 끓
는점은 약 110℃이므로 약 540℃의 소결 과정 중에 CPS와 톨루엔은 모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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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는 이 기술을 앞으로

5~6년

내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잉크젯 기술을 산업 응용 분야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
운데

SIJ

테크놀로지는 잉크젯 기술을

PCB

패턴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

상으로 프로토타입 제작 및 잉크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SIJ

로지가 보유한 잉크젯 기술은 잉크 방출액이 겨우

것이 특징

인데, 이는 표준 시스템의

물방울 지

1000분의

1fℓ(펨토리터)인
1 이하이다. 이 수치는 0.5μm의

테크놀

름과 맞먹는다. 따라서 기존 잉크젯 기술로 구현이 불가능했던 매우 정교한 패
턴 및

3D

구조를 이제는 잉크젯 기술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기술로는

선폭을 겨우

50μm

까지 밖에 처리할 수 없었지만, 이 기술로는 약 3μm까지 가

능하다. 이 기술은 지름이 아주 작은 물방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닿자마자
말라 버리므로

3D

구조를 형성하는 데 유용하다. 이 기술이 확립되면 비용 면

에서 가장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새로운 타입의 실장 및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스크린 프린팅

스크린 인쇄법은 강한 장력으로 당겨진 스크린 위에 잉크페이스트를 올려 스퀴
지

(Squeegee,

주걱 모양의 우레탄 재질)를 내리 누르면서 이동시켜 페이스트를

스크린의 메시를통해 피인쇄물 표면으로 밀어내 전사하는 공정이다. 잉크젯 프
린팅과 마찬가지로 재료의 손실이 적은 부가적인 공정으로서

PDP

등의 디스플

레이 제조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사용되는 페이스트는 적당한 점도가 필요하므로 금속 분말이나 반도체 등의 기
본 재료에 수지나 용제 등이 분산되어 사용한다. 스크린 인쇄는 스크린과 기판
사이에 수

mm의

간격을 유지하다가 스퀴지가 통과하는 순간에 스크린이 기판

과 접촉하여 페이스트를 전사하는 방식으로 접촉형 인쇄 방식이긴 하지만, 접촉
을 통한 기판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인쇄시 막의 두께는 스크린의 메시
두께와 개구율의 곱인 토출량으로 결정되며, 화상의 정밀도는 메시의 세밀함에
의존한다.
판 분리를 빨리 하기 위해 스크린은 강한 장력으로 당겨질 필요가 있는데 얇은
메시 스크린을 이용하여 미세한 패터닝을 할 경우, 메시 스크린이 견딜 수 있는
치수 안정성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지만,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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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um의

와이어를 사용한 스크린

이용하면

3.

20um의

최소 선폭의 패터닝도 가능하다.

그라비아(Gravure) 및 그라비아 오프셋(Gravure-Offset) 그라비아 인쇄

그라비아(Gravure) 및 그라비아 오프셋(Gravure-Offset) 그라비아 인쇄는 요판
인쇄의 일종으로서, 요철을 형성한 원통형판에 잉크를 묻혀 볼록한 부문에 묻는
잉크를 긁어낸 후, 오목한 부분에 들어간 잉크를 피인쇄물에 전사하는 방법이
다. 이 인쇄법과 오프셋 인쇄법을 결합한 그라비아 오프셋인쇄법은 최근에

LCD

컬러필터 등 디스플레이 및 전자 회로에 응용되고 있다. 그라비아 오프셋

인쇄법은 잉크를 인쇄판에서 고무 블랑켓에 전사하고, 그 블랑켓의 잉크를 다시
기판에 전사하여 인쇄하는 오프셋 인쇄법과 이 인쇄법의 인쇄판을 그라비아 인
쇄법에서 쓰이는 인쇄판으로 대체하는 인쇄법이다. 다이니폰 프린팅사나 토판
프린팅사 등의 일본 업체들은 그라비아 인쇄를 스크린 인쇄법과 함께 플렉서블
유기 전자 소자의 중요한 제작 공정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인쇄 회로 형성
에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플렉소그래피(플렉소 인쇄법)

유연성을 가진 패터닝된 수지판을 이용하는 인쇄법으로 도포된 잉크를 균일한
격자를 갖는 아니록스 롤러(Aniloxroller) 위에 도포하고, 닥터블레이드를 이용해
롤 표면에 균일하게 펼친 다음 인쇄롤의 유연성 수지판 위에 양각된 패턴으로
전사한 후, 기판 표면에 프린팅 된다. 이러한 방법은 기판 위에 인쇄되는 잉크
의 두께를 아니록스 롤러의 기공 크기와 밀도에 의해 조절할 수 있어 균일한
박막의 형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패터닝된 형상을 바꾸면 도포되는 위
치나 범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플렉서블 기판을 이용한 인쇄에도 적용
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인쇄법은

LCD의

배향막을 도포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는데, 플렉소 인쇄를 통해 균일한 두께의 폴리이미드 배향막을 형성하고 루빙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기판 크기가 대형화됨으로써 제 6세대 이후의
기판에서는 인쇄롤이 이동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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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프린팅공정의 특성 비교

□

인쇄소자용 공정들을 간략하게 정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롤 투 롤 프린팅

롤 투 롤 프린팅 공정은 잉크로는 전도성 잉크, 유기 박막재료, 폴리머 등이 사
용되고, 기판으로는 종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또, 기판의 공급은 대량 생산
에 유리한 롤 투 롤 연속 공급 방식을 사용하며, 공정은 스크린, 플렉소, 그라비
아, 잉크젯등의 저가 상온 프린팅 공정을 사용하여 저가/대량 생산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프린팅 장비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
이는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들을 프린팅해 왔기 때문에 정밀도가 사람의 눈 해
상도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정밀도

20um이상의

편차는 몇 퍼센트가 나

도 상관없는 정도에서 그 기술의 발전이 멈추어져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린
팅 장비들이 전자 소자를 대량으로 제작하는 데 이용되기 위해서는 정밀도가
더 좋아져야 하며, 프린팅의 반복 패턴 형성 정밀도도 향상되어야 한다.

○ 인쇄 전자 분야의 구성 기술 및 요구 특성
인쇄전자 기술은 지난 수년 동안 광범위한 부품 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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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부품의 제조비용과 무게를

90%

이상 줄이고 기계적 유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IC와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기술에 기반한 제품에 비해 상대

적으로 단순한 회로만 구성할 수 있고 전기특성도 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디바이스 수명이 일반적으로 수천 시간에 불과하고, 일부 제품 중
비교적 수명이 긴 디바이스라고 해도 겨우 2년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업계 대
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이 실제로 형성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
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비록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기술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프린티드 시스템즈의

∙

ID

카드에 내장된 메모리

디바이스는 실제로는 전도막 절연막과 고분자 물질로 만든 커패시터이며,
를 사용하지 않는다. 폴리IC가 출시한

TFT
TFT

RFID 태그는 겨우 수천 개의 유기
와 8비트 ROM을 데이터용으로 사용한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극소량 정도의
데이터 밖에 처리하지 못하지만 제한적인 애플리케이션용 ID 카드로는 충분하
다. 평가 중인 다이니폰의 OLED 패널 시제품은 영상의 배열 표현을 디스플레
이하지 못한다. 휘도 수명은 짧지만 성능은 포스터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사용하
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가격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전해진다. DSSC의 변환 효
율은 겨우 5~6%이지만 사용수명이 3년만 돼도 상업용 제품에 이를 사용하겠다
는 고객이 있다고 한다. 인쇄전자 기술로 제작된 부품은 다양한 고도의 개별 특
성을 나타낸다. 인쇄형 커패시터로 만든 ID 카드는 바코드보다 복제하기가 훨
씬 어렵다.
IC칩에 비해 ID 카드와 RFID 태그 등의 제품들은 쉽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
다.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는 포스터 시장은 아예 존재하지도않는다. 심지어는
에어리어 컬러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는 OLED 패널을 이용해 구현한 것조차
도 없다. 지금까지는 벽에 부착하거나, 노트북처럼 휴대하거나 떨어뜨려도 계속
동작하는 태양전지가 없었다. 수많은 제품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사
람들이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쇄전자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
었던 것은 성능과 제조 안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등 몇 가지 기술적 발전
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비록 서비스 시간이 아직까지는 수천 시간 정도로 비교
적 짧은 편이지만, 이런 특성도 동작 주파수, 집적도, 디바이스 수명 및 기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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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면 점차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향후에는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7]

인쇄전자 기기의 구성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중요한 세가지 요건이 있다. 바
로 속도와 해상도, 수명을 개선하는 일이다. 고속 동작의 핵심은 인쇄전자 기술
에 사용되는 유기 반도체의 캐리어 이동도(Carrier

Mobility)를 1백배 또는 1천
배로 높이는 것이다. 이 작업은 TFT의 게이트 길이를 줄이면 된다.
예컨대 10kHz로 동작하는 TFT의 게이트 길이가 100μm이고 캐리어 이동도가
1cm2/Vs(비정질 실리콘과 비슷)이면 게이트 길이를 10μm로 줄이면 필요한 이
동도는 겨우 0.01cm2/Vs이면 된다. 하지만 인쇄 기술로 달성 가능한 실제 해상
도는 현재로서는 겨우 10~30μm 이다. 이는 미세한 디자인 룰로는 이 문제를 완
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캐리어 이동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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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이다(그림

7).

하나는 프린팅에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높은 캐리어 이동

도의 유기 반도체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컨대 실리콘이나 산화막 반도
체 등 채택 공정에서 캐리어 이동도가 높은 무기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의 예로는 일본 미쓰비시 화학그룹 과학기술연구센터가 개발한 포

Precursor)를 들 수 있다. 전구체 용액과 200℃에서 만
든 포르피린 막으로 기판을 코팅한다. 최대 캐리어 이동도는 1.8cm2/Vs, 유기
TFT 임계점 5V, 온/오프비(온/오프 전류비)는 105이다. 온도 50℃, 습도 50%에
서 테스트 한 결과, 200시간 후에도 캐리어 이동도는 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방법의 예로는 일본 JSR과 세이코 엡손이 공동 개발한 폴리실란(Polysilane)을
꼽는다. 기판을 폴리실란으로 코팅한 후, 레이저를 조사하여 폴리실리콘을 생성
한다. 스핀 코팅에 비해 잉크젯 애플리케이션의 캐리어 이동도는 108cm2/Vs에
서 6.5cm2/Vs로 떨어지고 온/오프비도 107에서 103으로 낮아진다. 이 결과는
불완전한 결정화 때문이라고 엡손은 판단하고 있다. 이동도가 낮으면 온(On) 전
류의 상승을 방지하여 폴리실리콘/기판 계면 근처의 과잉 불포화 결합이 누설
전류의 상승을 초래한다.
선폭을 1μm까지 줄일 수 있는 일본 SIJ 테크놀로지의 잉크젯 프린터처럼 해상
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 잉크젯 헤드는 기존 잉크젯 헤드의 1
천분의 1이하인 1fℓ잉크를 분사하여 미세한 선을 그릴 수 있다. 동일한 헤드로
최대 20μm 폭의 선을 그릴 수 있다. SIJ 테크놀로지는 기존 방법으로는 불가능
르피린 전구체(Porphyrin

한 고해상도 프린팅이 필요한 고객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시제품 요청을 받았다
고 밝혔다.

디바이스 수명이

수천

시간인

이유는 산소

투과도가

겨우

10-3cc/m2/d인 봉지 필름(Sealing Film)을 이용하는 플렉서블 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리 수준의 산소 투과 성능도 10-6cc/m2/d가 되면 디바이스 수명을
2~3년으로 늘릴 수 있다. 다이니폰은 유리 수준의 봉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플렉시블 기판 위에 여러 개의 필름으로 이뤄진 다층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아
쉽게도 이 기술은 제조비용이 많이 든다. 디바이스 수명은 유기 반도체, 디바이
스 구조 및 기타 요소를 수정하여 늘릴 수 있으며 다이니폰은 필요한 층수를
줄일 수 있는 이 기술을 향상시켜 총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애플리케이션 기술 개발의 경우, 주요한 기술적 난관으로 분류되는 능동형 디스
플레이의 가능한 많은 부분을 인쇄 기술을 이용해 제작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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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인쇄형

TFT,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기능으로 생산될 수 있

는 회로 유형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벽면이나 마루, 데스크톱 등에 내장하는 것처럼, 인
쇄전자 기술이 적합할 것으로 일컬어지는 애플리케이션용으로 많은 시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전자종이가 능동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유는
비교적 느린 응답 속도가 허용되고,

TFT

구동에 높은 캐리어 이동도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토판 프린팅, 엡손 및 기타 업체들은 플렉서블 기판을
사용한 시제품을 발표했다. 토판 프린팅은 전체
해 여러 가지 인쇄 기술을 결합했다.

50PPI(Pixel Per Inch)다.
반도체를 사용한다. TFT

2인치

TFT

디스플레이를 인쇄하기 위

스크린은

80×60픽셀,

해상도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폴리머 기반의 유기
게이트 길이는 소스 및 드레인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

스크린 프린팅의 정확도에 따라 다르다. 스크린 프린팅은 라인과 공간을

20μm
로 줄이기 위해 조정됐으며, 디바이스의 경우 게이트 길이를 80μm에서 20μm로
줄일 수 있다. 세이코 엡손의 전자종이 시제품은 2.4인치 스크린에 120×24 픽
셀, 해상도 50ppi이다. 유기 반도체인 F8T2는 잉크젯 기술로 만들며, 채널 길이
는 20μm이다.
이 유기 TFT는 1,500시간을 공기 중에 노출한 후에도 106의 온/오프비를 유지
한다고 세이코 엡손은 밝혔으며, 몇 달 동안 공기 중에 노출한 이후에도 이 패
널에는 동작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능동형 플렉서블 LCD와 OLED 패널은
아직까지 인쇄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 첫 번째 단계는 픽셀 트랜지스터 등 픽셀을 유기 반도체로 완벽하게 구현
하는 것이다. 일본 소니는

160×120픽셀,

79ppi인 LCD 패널 시제품을 출
하했다. 게이트 소스와 드레인 전극은 유기 은(Ag) 혼합물, 게이트 유전막은
OTS(Octadecyltrichlorosilane)를 갖는 PVP(Poly-4-Vinylphenol), 유기 반도체는
펜타신(Pentacene)이다. 유기 TFT 캐리어 이동도는 0.12cm2/Vs이며, 픽셀 간에
편차가 거의 없다고 소니는 주장한다. 전극 패터닝은 리소그래피 기술로 처리되
지만 스핀 코팅은 유기 은막과 게이트 유전막 형성 용액에 사용된다.
소니는 나프타신(Naphthacene) 기반의 유기 반도체로 다양한 솔루션 애플리케
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인쇄 기술을 활용하는 패턴 메이킹 방법을
개발 중이다. OLED 패널의 경우, 개구율(Aperture Ratio)을 높이는 방법처럼 휘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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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뿐만 아니라 유기물 비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림 2-8]

일본 파이오니아와 지바대학의 쿠도 교수는 픽셀피치

1.8mm, 16×16

픽셀의

OLED 패널 시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했다(그림 8). 각 픽셀의 발광 수준은 256이
다. 발광 OLED디바이스는 구동 트랜지스터 위에 적층된 수직 구조를 사용한다.
이 구조는 구동 트랜지스터 전압으로 정공을 OLED 층에 주입할 때 제어하기가
더 용이하여 휘도 조절이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OLED 디바이스와 구동 트랜지
스터가 한 면에 배열되어 OLED 디바이스 면적 대비 픽셀 면적비(개구율)가 매
우 낮았다. 새로운 방법은 개구율을 27%에서 41%로 높였다. 일본의 로옴과 파
이오니아, 미쓰비시 화학, 교토대학 등 이 참여하고 있는 한 연구그룹은 기존
제품(36%)보다 대략 2배(66%)의 휘도 도메인을 갖는 OLED 패널을 개발 중이
다.
이 OLED 패널 픽셀에는 구동 트랜지스터 및 방출층 기능이 있는 유기 TFT가
있다. 소스 전극으로부터 유기 반도체층에 주입된 정공은 빛을 방출하기 위해
드레인에 주입된 전자와 재결합한다. 소스, 드레인 및 기타 전극의 구조는 빗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와 정공 재결합용 면적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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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의 경우, 유기

TFT

게이트 유전막을 유기강유전체로 사용하는

1T 메모리 개발이 활발하다. 예컨대 엡손은 플렉서블 기판을 사용하여 FeRAM
(FerroelectricRAM) 시제품을 개발했다. 유기 강유전막 (PVDF/TrFE))과 유기 반
도체 (F8T2)에는 스핀 코팅이 적용되고, 게이트 전극에는 잉크젯 인쇄 기술이
사용되는데 둘 다 용액 공정(Solution Processing)을 사용한다. 쓰기/삭제 전압
은 하이±15V이며, 질소 공기 중에 한 달간 노출한 후에도‘1’과‘0’데이터에 대응
하는 히스테리시스 특성의 커다란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9). 제조 안정
성을 나타내는 로트 간 특성 편차와 기판 내 특성 편차는 최소 수준이었다.
[그림 2-9]

세

이코 엡손은 인쇄 기술을 전체 공정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유기 강유전
체를 만들기 위해 잉크젯 프린팅 활용을 테스트 중이다.

AIST는

유전층에 전자

∙정공쌍(엑시톤)을 생성하기 위해 청색광을 활용하여 광학 기록이 가능한 1T
FeRAM를

개발했다. 소스, 드레인 전극 등에 알루미늄을 사용할 경우, 유기 반

도체와 전극 사이의 계면에 쇼트키 장벽이 발생한다.
게이트 전극, 레이저 방사 등이 정지하여 전하가 충전되면이 쇼트키 장벽 때문
에 정공이 빠져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 비활성 메모리 기능을 하는 셈이다(그

TFT에 이 FeRAM을 사용함으로써, 전자종이처
럼 이미지 홀드 기능이 있는 LCD 패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청색광을 방출하는 펜을 LCD 스크린에 사용하여 픽셀 TFT 특성을 접
림

9).

능동형

LCD

패널의 픽셀

촉 순간에 변경하고 액정의 전기장에 영향을 주어 그려진 이미지를 유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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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TFT를

사용하는 인쇄전자 기술의 색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일본

도쿄대 연구 그룹이 개발한 전기공급 시트가 있다. 시트 내부의 코일과 시트 위
에 있는 물체 내부 코일 간에 비접촉식으로 전력의 전달이 이뤄진다. 별도의 코
일을 사용하여 물체의 존재를 감지하고 물체 아래에 있는 전달 코일에만 전력
을 공급한다. 물체는 최대

62.3%다.
됐다.

29.3W/inch2/coil을

얻게 되며, 최대 전달효율은

유기 반도체를 만드는 데에는 진공 기술이 사용됐지만 금속막은 인쇄

위에서 예시했듯이 전자소자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고해상도의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림

10은

프린팅 기술에 의한 해상도의 과거 상황과 향후의

발전 기술을 예측해본 것이다.
[그림 2-10]

다.

Flexible Display

분야

□ Flexible Display Market 전망
○ 전체 Flexible display 시장은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Replacing market 과 신

New market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
- 비교적 기술개발이 용이한 e-paper 가 초기 Flexible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Replacing market 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기존제품을 대체하는 Replacing market 은 동영상구현이 가능하고 화질이
규 제품이 창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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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술 중심으로 개발 되고,

○

application
美

은 저가의 특징적인

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DisplaySearch사는 Flexible Display 시장을 ‘10년 15억불
’17년 74억불 규모로 성장 예측(CAGR 30.4%)
분야는 ‘10년부터 e-book과 Main Display로의 응용이 서서히 진행될

시장조사기관인

에서

-

New market

응용

것으로 전망

-

기술적으로는 전자 종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서 점차

LCD나 OLED를

한 제품으로 확대 예상
[그림 2-11] 디스플레이 시장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점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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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그림 2-12] Flexible Display 시장 전망

○

Displaybank에 의하면 Flexible Display
’17년 전체 121억불로 전망(CAGR 27.6%)

시장조사기관
년

28억불에서

시장 규모는

‘10

[그림 2-1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금액 기준)

-

‘10년 1.7백만 개에서 ’14년 4.3억 개, ‘17년
디스플레이에서 3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17년)

수량 측면에서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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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억

개로

[그림 2-14]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수량 기준)

-

구분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Display

시장을 대체하는 것과

E-book,

Signage, Wearable Display 등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으며, 신규 시장 창출의 비율이 초기에는 크고 점차적으로 기존 Display

있
시

장을 대체하는 비율이 커지는 모습으로 전망

□

Flexible Display

상용화 현황

○ 시장 초기에 주요 제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Flexible 전자종이 기술의 상용화
는 미국의

-

E-Ink사가

선도적으로 수행

단색 전자종이 기술은 현재 유리 기판상의 제품화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수
준에 와 있으며,

Color 전자종이의 개발이 많은 관심 하에 개발 중
- Philips의 Spin-off 회사인 Polymer Vision사에서는 2007년에 OTFT
backplane 상에 E-Ink사의 전자종이 Panel과 결합시켜 5 inch의 두루마리가
가능한 능동 구동형 전자종이 Display의 사업화를 시작
- 영국의 Plastic Logic사도 OTFT Backplane과 E-Ink의 표시 기술을 융합하여
A4 크기의 전자 종이 Display를 2008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양산 라인 투자

○

진행

LCD

Flexible Display는 삼성전자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크기 및 최고 해상도인 5 inch와 7 inch VGA 해상도 (640×RGB×480)의 Full
Color 투과형 TFT LCD를 발표
- Plastic 기판 위에 130℃ 이하의 저온 a-Si TFT를 구현하는 기술과 Plastic 액
기술 기반의

정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 2007년에 OTFT Backplane과 E-Ink

표시 기술을 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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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inch의

전자 종

○

Display를 Plastic 기판 위에 구현하여 사업화를 모색
2011년부터는 3 Inch 급 이하의 LCD와 OLED 기반의 Flexible Display를 채
용한 High-end의 Mobile폰이 등장하고, 2013년에는 4 inch에서 9 inch 급의
OLED 기반의 Mobile폰 이외의 다양한 용도로 Flexible Display가 채용될 것
으로 전망

□ 연관 산업 성장 전망
○ Flexible Display 시장 규모 예측은 단순히 Display 형태의 것 이외에 유기전
자 및 관련제품

(Organic Electronic and Electronic Products)

시장으로 추정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IDTechEx가 예측한 ‘2005

～

2025

유기전자 및 관련제품 시장 전망’에 의하면,

Logic Memory, OLED Display, OLED
Billboard, Non-emissive Display, OLED 조명, ES/RF Shield, Battery,
Photovoltaic, Fuel Cell, Sensor 등 관련제품의 기존 시장대체 및 신규시장
창출로 2015년 300억불, 2020년 960억불로 크게 증가되고, 2025년에는 무려
2,500억불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유기전자재료 관련 기술의 발달은

[표 2-5]

유기전자 및 관련제품 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단위: 1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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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le Display

모듈 분야에서는 선도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핵심 특허를 비롯한 소재․장비 등 기초 기술 부문과 제품응용 분야
에서 경쟁국 대비 뒤쳐져 있는 상황

*

NEDO, 美국방성,
천중심의 R&D 수행
日

ITRI

臺

등 경쟁국 정부기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

□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해 제품 응용 및 Set
산업,

Panel

및

Module

산업, 장비 산업, 부품 소재 산업의 유기적인 협력과

꾸준한 연구개발이 요구됨

○

현재 국내에서는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제일모직, 아이컴포넌트 등의 기업연구소를 비롯하여
동아대, 한양대 등에서

LG화학,
KETI, ETRI, 경희대,

Flexible LCD, OLED, E-paper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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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를 진행

[그림 2-14]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 및 기술 중요도 지수

□ Flexible Display
①

Set

산업

삼성전자

○ 2009년에 전자책 ‘파피루스’를 상용화했으며, 2010년 2월에는 와이파이 기능
을 탑재한 6인치

e-book

신제품 출시

○ 핸드폰 자판용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시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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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삼성전자 전자종이 핸드폰 좌판(좌) 및 6인치 e-book

*

:
②

삼성전자

네오럭스

○ 국내 최초로 E-ink사의 전기영동방식 전자종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 시판
○ X-box용 POP 광고에 활용하여 큰 호응을 얻음
○ 2010년 4월 세 번째 전자책 모델인 '누트 3‘ 출시
③

인터파크

○ 2009년 7월 e-book 산업 진출을 발표하고,l 2010년 4월 네트워크 기반 전자
책 ‘비스킷’ 출시

[그림 2-16] 네오럭스 ‘누트3’(좌) 및 인터파크 ‘비스킷’(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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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le Display Module
①

LG디스플레이

○ 2005년 10월 LG디스플레이와 E-Ink사가 합작으로 10.1 Inch 곡선형 전자 종
이

Display를

- SVGA

개발

해상도로

Inch

당

100 Pixel

정도가 가능하며

10:1의

대비와 4단계의

회색 조절이 가능

- LG디스플레이와 E-Ink사는 Steel Foil 소재를
부터 대량을 공급받아 Nippon Steel 공업에서

선택하여

Sumitomo

공업으로

이를 제련하여 사용

○ 전자종이 세계 1위 제조사인 대만 PVI와 전자종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분야
에서 포괄적 협력 계약 체결

○ STS 기판을 이용한 4.3“ HVGA Flexible AMOLED 개발
○ 2010년 1월, 세계 최대 19인치 휘는 전자종이 개발
-

현재까지 개발된 휘는 전자종이 중 최대 사이즈(25*40cm)

-

금속박 기판으로 유연성, 내구성을 지니며 전자책, 전자신문 외에 커브형
광고판으로도 활용 가능

○ 11.5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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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LG디스플레이와 E-Ink사의 공동개발 전자종이(좌) 및 19인치 휘는 전자종이

*

: LG디스플레이
②

삼성전자

○ Plastic을 적용한 5 Inch급 이상의 Flexible TFT LCD 등과 E-paper 등 개발
- Mobile Display용 2.2 Inch Full Color 투과형 Plastic TFT LCD Module과
5~6 inch급 E-book용 전기영동 Display를 개발 중에 있으며, OTFT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 유리기판 상에서는 2005년 15 Inch XGA급 OTFT LCD Module을 개발하였
으며 (이동도:

3 cm2/Vs, On-off Ratio: 106, Backlight는

용)

○ 2006년 7 Inch Flexible LCD 개발
○ 2007년 40 Inch 액자용 흑백 Flexible Display 개발
○ A4 크기의 E-paper용 Color Flexible Display 개발
- 45 -

기존의 기술을 사

○ OTFT

이용한

15 Inch LCD

개발

[그림 2-18] A4 사이즈 E-paper용 Color Flexible Display(좌) 및 15인치 OTFT LCD(우)

ㅇ

2009년 플라스틱
AMOLED 개발 및
자 특성 변화가

(PI)을 적용한 6.5 Inch Flexible Oxide TFT
곡률반경 5mm에서 cyclic bending횟수 10000번까지 소
없는 강건한 TFT bending 특성 향상 구조 제시
기판

[그림 2-19] (좌)5.6 인치 stainless기판 적용 Flexible LTPS AMOLED Display
(우)5.6 인치 플라스틱 기판 적용 Flexible LTPS AMOLE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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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K

○ 2009년 9월 중국에서 전자종이 원천기술 공개
- 4인치

컬러패널 개발 성공,

‘11년

상반기 양산에 돌입하여

E-book

시장 진

입 계획

⑤

삼성종합기술원

○ Quantum dot 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팀 구성
○ TiO2를 sol-gel process 로 성막하여 ETL로 적용한 QD LED발표
○ 발광 효율 및 광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진행 중
[그림 2-20] 삼성종합기술원의 QD-LED

□ Flexible Display 부품/소재 산업
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 2001년부터 기초기술이사회 및 산업자원부의 지원 하에 전기영동형 전자종
이 핵심기반기술을 연구하여

B5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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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

기판 상에 반사형

EPD를

시연

○

RGB 기반의 Color 대전입자 및 관련 핵
심 소재 연구를 추진하여, 기존의 E-ink 주도의 Color Filter를 기반으로 하
는 Color형 EPD의 취약한 Color Quality와 Contrast Ratio를 크게 개선한
RGB Color 전기영동입자 구동 방식의 EPD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
전기영동 입자를 대체하고자

[그림 2-21] KIST가 개발한 EPD module((좌) off-state, (우) on-state)

○ 정부 지원 하에 ITO 및 IZO 코팅된 고분자 복합기판 소재를 연구하여 90
% 이상의 가시광 영역 평균투과도를 가지며 30 Ω/□ 이하의 면저항 성능을
갖는 유연기판 소재 기술을 개발

- Plastic

기판 상의 유기

TFT용

조기술을 연구하여 구부러지는

②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부의 지원 하에

60×21 Flexible

절연박막 및

Transistor

Flexible Display

구동

Drive

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시연

(ETRI)
OLED

핵심기반기술을 연구하여

수동형 단분자

OLED와

고분자

OLED를

2000년에 1.8 inch급
시연함

○ Plastic 기판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기술과 OLED 장수명화 기술을 개발하여
2 inch급 128×64 Flexible PMOLED를

시연함

○ 전자 Ink를 사용하여 전자종이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현재

Plastic

기판 상에서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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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Ink를

이용하여

Color Filter를

않는 다색 전자종이 개발 및 용액 공정에 기반을 둔

Process에

Roll-to-roll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그림 2-22] ETRI가 개발한 2 inch급
PMOLED

③

한국전자부품연구원

(KETI)

○ 구동 소자 관련 차세대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및 산화물 트랜지스터 관련
연구 및 기판 소재 관련, 다양한

Barrier Coating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Bridgestone과 같은 건식 분류체를 이용한 전기영동 방식의 입자를 개발 중
○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면서 구동전압이 낮은 전자종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④

한국전기연구원

○ 유리섬유 함침용 투명, 고내열 유/무기 하이브리드 바니쉬 소재 개발 진행
중임

○ 고내열 유기수지 (아크릴, 에폭시 수지 등) 에 하이브리드가 용이하고, 저열
팽창률 및 굴절률 조절이 가능한 실리카졸을 개발 중임

⑤

제일모직 전자재료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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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le Display

R&D

관련 연구 수행 중

○ 특히 고내열성 기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 개발 수행 중
⑥

디피아이솔루션스

○ 세계 최고 수준의 광 투과도와 전기전도도를 갖는 차세대 평판 Display 및
Flexible Display용

⑦

유기투명전극 개발

아이컴포넌트

○ 광학용 PES & PC Film 및 기능성 코팅이 합쳐진 Display용 Plastic 기판 개
발 및 생산

○

PES 수지를 독일 BASF로부터
Plastic Film 개발 완료

광특성이 우수한

Display용

투명

독점 공급 받아

Flexible

○ 산소 및 수분을 차단하는 Barrier coating 기술은 개발을 진행 중임
⑧

SKC-Kolon

○ SKC와 Kolon의 PI 필름 사업 부문을 합병하여 설립됨
○

투명도

88%까지

확보된

colorless PI

필름을

Flexible Display

용도로 개발

중임

⑨

동진쎄미켐

○ 유리섬유 함침용 투명, 고내열 유/무기 하이브리드 바니쉬 소재 개발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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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수지 (아크릴, 에폭시 수지 등) 를 개발하여 실리카졸과 하이브
리드화 하여 유리섬유에 함침할 수 있는 바니쉬 제조 기술을 개발 중임

⑩

코오롱인더스트리

○ 기판 위에 barrier coating을 위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재료를 개발 중임
○ 고평탄, 고내열, 저열팽창 및 수분 및 산소 차단 특성이 우수한 유연 기판을
개발 중임

○ 이외에도 투명전극필름, Protection sheet, color e-ink 소재, 격벽재, 평탄화막
재 등 다양한

Flexible Display용

소재 개발을 진행 중이고 일부 제품은 모

듈업체에서 성능이 검증되었음

⑪

두산전자

○ 유기발광재료 VTMB 1~7, 9~13, 16 (White) 생산판매
○ 최근 높은 효율을 갖는 Blue EML 물질개발

(BPBAPE [EML4]) - 4.0 lm/W, 10.33 cd/A @ Tg=155℃
(BPBAPE [EML5]) - 1.67 lm/W, 5 cd/A @ Tg=155℃

○ Flexible Display 기판용 유리섬유 제조기술 및 이를 이용한 유/무기 하이브
리드 바니쉬 함침 기술을 개발 중임

⑫

ELM

○ 유기발광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HIM, HTM 및 Blue host 생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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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M307 휘도 효율이 뛰어나고 Red
Blue, Green에서의 특성이 우수

⑬

색좌표 특성이 좋으며,

ELM229은

동양크레디텍

○ ETL, HBL, HTL, Host, Dopant 재료 등을 개발하고 있으나 사업은 아직은
초기 연구개발 단계 수준

(2004년 7월

시작)

○ 주력 분야는 ETL 재료 및 인광 Red임
○ 최근 구동전압을 최대한 4.5V까지 낮출 수 있는 ETL 재료 개발 (ETRI 측정)
□ Flexible Display 국내 장비 산업은 프린팅 기법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사
용 중

○ 삼성 SDI의 PDP 제 4공장에서 그라비아 옵셋 인쇄기법을 사용하여 배선전
극을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및 삼성

SDI에서 LCD

라인에서 잉크젯 프

린팅 기법을 이용하여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 2005 - 2009년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LCD Color filter를 잉크젯
과 그라비아 프린팅 기법으로 구현하는 사업을 삼성이 시작

-

롤투롤 대량생산 기법이 아닌, 현재의

LCD

기판에 프린팅 공정을 적용하는

것여 기존의 노광공정을 대체하는 내용

○ 현재 국내의 전자 인쇄산업은 양분화 되어, TFT-LCD 디스플레이용 칼라필
터 기술 등의 최종 심화기술 개발이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기
타 기업의 전자인쇄 기술개발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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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등을 중심으로 최종 심화기술인 TFT-LCD 제조원가
위한 R2R 공정용 RGB. 칼라필터 동시인쇄기술이 개발 중에 있으나.

-

전자인쇄에 대한 개발은 전자인쇄용 전도성 잉크와 관련 공정에 대한 기초

절감을

연구에 머물러 있는 실정

□ 주요 업체 현황
①

LG

화학

○ 잉크젯을 이용한 14인치 크기의 LCD용 Color filter를 구현하여 발표하였으
며, 전도성 메탈라인의 잉크젯 공정을 이용한 프린팅에 대한 연구를 진행

②

이에 사용되는 잉크를 개발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음

잉크테크

○ 나노실버잉크를 개발/선진국 못지않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이
용하여 전도성 그라비아 잉크를 개발하여

③

○

안테나 인쇄 결과를 발표

순천대학교

RFID 안테나 뿐만아니라 반도체
Fully printed RFID를 발표

④

RFID

칩까지 프린팅 기법을 사용해서 구현한

기계연구원

○ 전자 소자용 롤투롤 프린팅 요소기술 연구 수행
-

메탈젯 시스템 개발, 잉크젯 시스템 응용RP 시스템 개발, 잉크젯 헤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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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 관련 연구

-

플렉소, 그라비아의 전자 산업에의 응용에 관한 연구

-

인쇄 관련 산학연 컨소시움을 통한 다양한 인쇄 관련 연구 사업 추진

□ 대학 및 연구소 연구 현황
①

동아대학교 미디어 디바이스 연구센터

○ OLED/OTFT를 준 양산 가능한 ‘Open Fab.' 구축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IT 협동연구센터’로 지정
○ 유기/금속 박막증착장비와 Flexible LCD 전공정 진행 가능
②

경희대학교

Flexible Display

연구센터

○ 1990년부터 FPD 연구를 위해 장비 및 Clean Room 보유
○ 2004년 세계 최초로 선택적 증착법을 이용하여 배면발광형 OTFT를 PES 기
판 위에 형성

○ 2 Inch 크기의 능동구동형 a-Si TFT를 Gas Barrier가 증착된 Plastic 기판을
이용하여

Encapsulation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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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경희대학교 Flexible Display

○

PES
CVD
Gate

a-Si TFT와 같은 수준의 OTFT를 제작하였는데, Organic
방법에 의하여 Pentacene의 반도체 층을 Active 층으로 증착하였으며,
절연막으로 Crosslinked PVP를 사용하여 소자 이동도 1.8 cm2/Vs를
얻었으며, Array 수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
상에서

○ PES 기판 상에서 a-Si TFT와 같은 수준의 OTFT 제작
③

고려대학교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Plasma & Device Lab.)

○ OTFT, a-Si TFT 및 Nano-Si TFT Array의 일괄 제작 장비와 OLED 및 LCD
Cell

Clean Room과 전기적, 광학적 특성과 물성평가
보유하고 Flexible Display에 특화되어 연구개발 진행

제작 장비를 갖춘 전용

가 가능한 측정장비를
중

○ 자체개발한 중성입자빔 증착 공정 및 장비를 기반으로 상온공정 TFT와 고신
뢰성

OLED Backplane기술을

연구개발 중

○ 자체개발한 Damage Free Sputter 공정 및 장비를 기반으로 새로운 구조의
Flexible Display용 Top Emission OLED

기술 연구 개발 중

○ 신규 OTFT 소재 및 소자구조, 새로운 전자종이 Mode 기술 연구개발 진행
중

④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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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D, Flexible Display

LCD, PDP

등 평판

Display의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연구개발 진행 중

○ 나노 임프린팅, 스크린 프린팅 및 잉크젯 프린팅 장비를 구비하여 용액 공정
기반의 유기, 무기 산화물

TFT

소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연성 소재 기판 상 신축성 (Stretchable) 전극 소재 및 구조에 대한 연구와
프린팅 기반 고신축성 전극 구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⑤

서울대학교 유기

Display

연구센터

○ OLED Display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
○ 장비 및 시설 구축으로 기술개발에서부터 신뢰성 평가 및 기술교육까지 전
반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⑥

경북대학교

OLED

Mobile Display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산학연 센터

○ Flexible Display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
⑦

(Flexible Display System, Evaporator, Passivation,
ITO Roll Coating System 등)
제조공정용 장비 구축

순천향대학교

○ TFT Array, LCD Cell, OLED 제작 장비 및 시설 보유
○ Flexible Display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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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le Display

산업 구조

[그림 2-24] 국내․외 Flexible Display 산업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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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초박형LCD 분야

□ LGP 패널에 대한 균일 면광원화 기술
○

LCD

패널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는 종래 전자총을 이용한 브라운관 방식에

비해 소비전력이 적으며 경량, 박형의 장점으로 모니터, 노트북,

smart device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LCD

TV

및

패널은 액정과 칼라필터를 이용

하여 화상을 처리하는 디스플레이로서 기본적으로 화상의 표시를 위한 광원
이 필요하고

Back Ligt Unit(BLU)를

통해

LCD

패널에 균일한 면광원을 공

급한다.

○ BLU는 크게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등의 광원을 면광원인
BLU의

CCFL에서

공급

되는 광원을 균일하게 확산시켜 균일한 면광원을 확보하는 직하타입과

LED

Bar

직후방에 위치시키고 확산판 등을 이용하여 후방의

등의 광원을 면광원인

BLU의

모서리에 배치하고 도광판 등을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공급되는 광원을 균일하게 분산하여 균일한 면광원을 확보하는

○

엣지타입이 있다.

CCFL에서 공급되는 광원을 균일하게
CCFL을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

직하타입의 경우 확산판을 이용하여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야 하고 이 때문에

LCD

패널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의 두께를 줄이는데 한

TV, 모니터 등 대면적 디스플레이에 활용되고 있으나 소비전력,
및 slim화 경향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점차 그 활용성이 떨어지

계가 있어
환경규제
고 있다.

○ 엣지타입의 경우 BLU의 모서리에 Bar 타입의 광원을 배치하고 모서리에서
공급되는 광원을 도광판(Light

Guide Panel)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배분함으
로서 균일한 면광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엣지타입 BLU에서 핵심이 되는
구성은 PMMA(Polymathyl Methacrylate) 재질의 도광판(LGP)으로서 도광판
(LGP)의 표면에 모서리에서 공급되는 광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광학
패턴이 양각 또는 음각으로 부착 또는 가공되어 있다. 도광판(LGP) 표면에
형성된 광학패턴을 통해 모서리에서 공급되는 광원이 균일하게 배분되는 것
은 광원이 도광판 내부에서 전반사로 이동하다가 도광판 표면에 형성된 양
각 또는 음각의 광학패턴의 위치로 입사하게 되면 굴절률의 차이로 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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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된다. 모서리의 광원에서 공급되는 빛이 도광판 표면의 광학
패턴과 만나는 비율을 면전체를 통해 일정하게 유지하여 균일한 면광원을
확보하는데 광학패턴과 만나는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도광판에 형
성되는 광학패턴의 분포를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Bar

타입의 광원과

인접한 입광부와 그 반대쪽의 대광부에 형성되는 광학패턴의 밀도를 달리하
여 면전체의 휘도를 균일하게 만든다.

[그림 2-25] Back Light Unit의 구조 및 균일한 면광원 형성 원리

○ 위 그림에서와 같이 균일하게 도광판 밖으로 나온 빛은 확산시트를 통과하

면서 균일하게 퍼지고 수평, 수직방향 프리즘 시트를 통과하면서 도광판에

○

수직인 방향으로 변환되어 균일한 면광원이 형성된다.
균일한 면광원에서 핵심구성은 광학패턴이 형성된 도광판으로서 도광판에
광학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느냐에 따라 균일한 면광원의 평균휘도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므로 평균휘도를 높일 수 있는 가공방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점
은 최근

slim화

경향에 따라 도광판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추세에 따라

초박형 도광판에 광학패턴의 형성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는 도광판이

BLU의

핵심부품이고 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초박형 도광판에 광학패턴을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을 경우

flexible LED BLU의

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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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가능성이 한층 밝

□

도광판 가공기술의 종류와 특장점

○ 초박형 LGP(Light Guide Pannel : 도광판)는 대략 1T 이하의 도광판을 말하
는 것으로 도광판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도광판의 엣지에 위치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도광판의 일면에 형성된 광학패턴 중 입광부(도광판 중 광원과
인접한 구역)에서 만날 확률이 커지므로 대광부(도광판 중 광원에서 먼 구
역)까지 빛을 보낼 수가 없어 균일한 면광원을 위한 휘도 균일도를 확보하
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 초박형 도광판에 미세 도트 가공기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국내외 도
광판 가공기술의 개요와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26] 도광판 가공기술의 장단점

○ 도광판에 광학패턴을 형성하는 가공기술은 그림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쇄
방식(screen
구분할 수

printing), V-cutting방식, 사출방식(molding), 레이저
있다. 각 가공기술이 장단점을 살펴보면 인쇄방식은

방식으로
짧은

tact

time 및 높은 생산성을 장점으로 하지만 대면적 도광판 가공이 매우 어렵고
screen에 형성된 도트 형성용 hole의 막힘으로 인해 미세 도트(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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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 V-cutting방식은 접촉식 가공으로 고휘도에 적합한 V shape 가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사출방식은 높은 생산성 및 범용화된 가공기술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초박형
도광판 가공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레이저 가공방식의 경우 고휘도, 인쇄방식을 제외하면 생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 운용

cost가

거의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초박형 도광판 가공이

가능하고 미세 도트(40㎛ 수준) 가공이 가능한 기술로서 초박형 도광판에 초
미세 도트 형성이 가능한 가공기술이다.

□ 인쇄방식을 통한 광학패턴 형성기술
○ 도광판에 광학패턴을 형성하는 기술 중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방식이
바로 인쇄방식이다. 인쇄방식은 도광판의 원재료인

PMMA를

주재료로 하는

잉크를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도광판의 표면에 부착하여 양각의 광학패턴
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광학패턴을 형성할 잉크에는 주재료인

PMMA 이외
에도 광학패턴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PVA(Polyvinl-alchol)를 첨가하
고 광산란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광산란제인 SiO2 등을 첨가한다.
[그림 2-27] 실크 스크린 방식의 인쇄기와 인쇄방식으로 가공된 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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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양산성과 손쉬운 가공공정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는 있으나
도광판에 부착되는 개별 광학패턴의 크기가 실크스크린의 홀사이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쇄 공정 중 실크스크린의 일부가 막혀 불량이 발생하는
문제와 실크스크린의 홀사이즈를 작게하는데 한계 때문에 미세 광학패턴의
가공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주재료인

PMMA

등 잉크를 제조하기 위

해 솔벤트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 다량 사용됨에 따라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초박형 도광판은 도광판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광원에서 나온 빛이 광학패
턴과 만나는 비율이 종래 두꺼운 도광판에 비해 낮아져 광원에서 나온 빛의
대부분이 도광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소멸하므로 광학패턴의 밀도를 높여
서 가공할 필요가 있다. 광학패턴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광학패턴
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과 개별 광학패턴의 크기를 아주 작게 하되 많이
가공하는 방법이 있다. 개별 광학패턴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프리즘
시트, 확산시트를 도광판 상부에 올리더라도 개별 광학패턴이 시인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 광학패턴의 크기를 작게 하되 많은 수를 가공하여
광학패턴의 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광원에서 나온 빛이 광학패턴과 만나
는 비율을 높여야한다. 하지만 인쇄방식의 경우 개별 광학패턴의 크기를 작
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박형 도광판의 가공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 최근 인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잉크의 조성을 변화시키거나 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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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박형 도광판 및 대면적 도광판 가공
에 대한 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임프린팅 방식을 통한 광학패턴 형성기술
○

임프린팅 방식은 도광판에 광학패턴을 형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노

UV

임프린팅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도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반도체에 비해
도광판에 가공되는 광학패턴의 크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서 그 정밀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패턴을 형성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 임프린팅 방식으로 도광판에 광학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은 도광판에 형성할
광학패턴과 동일한 형상의 스탬프를 제작하고 도광판의 상부에 광학패턴 형
성용 액체를 분사하여 고르게 도포한 후 광학패턴과 동일한 형상의 스탬프
로 광학패턴 형성용 액체로 이루어진 도포층을 눌러 광학패턴을 형성한 후
이를 경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광학패턴을 형성한다.

○ 임프린팅 방식의 광학패턴 형성공정은 정확한 광학패턴의 형성을 위해 진공
분위기의 챔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바일 기기와 같이 소
형 도광판의 경우 상온

Roll imprinting system을

통해 광학패턴을 형성하기

도 한다.

[그림 2-27] 임프린팅 방식을 통한 광학패턴 형성과정과 Roll impri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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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은 미세한 광학패턴의 형성이 가능하고 광학패턴의 형성 중
열변형이 전혀 없고 초박형 도광판에 광학패턴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많은 장점을 가진 방식이기는 하나 광학패턴의 형성을 위해 도광판에
패턴형성용 액체로 된 도포층이 있어야 하고 도광판과 도포층 사이의 굴절
률의 차이에 의해 휘도 저하 및 색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색재현성을 높이고 굴절률 차이에 의한
광경로의 왜곡에 대한 광학적 분석을 통해 휘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패턴 형성기술
○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패턴 형성기술은 레이저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도광

판의 표면에 광학패턴을 새기는(engraving) 방식으로서 인쇄방식, 임프린팅

○

방식과 달리 비접촉 가공방식이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은 도광판이

PMMA

PMMA

재질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질에 흡수성이 좋은 파장대의 레이저를 출력하고 고출력의 레이

저를 발진시키기가 용이한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학패턴을 가공한다.

또한, 도광판의 표면에 광학패턴을

engraving하는

방식이므로 음각의 광학

패턴을 형성하므로 양각의 광학패턴을 형성하는 다른 가공기술에 비해 휘도
가 높은 장점이 있다. 즉,

BLU의

모서리에 위치한 광원으로부터 일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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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를 가지고 빛이 입사하므로 음각의 광학패턴의 경우 광학패턴과 빛
이 만나는 비율이 일정 각도대의 투영면적에 비례하지만 양각의 광학패턴은
광학패턴의 밑면적에 비례하므로 동일한 밑면적을 갖는 음·양각의 광학패턴
인 경우 투영면적이 밑면적보다 항상 넓으므로 음각의 광학패턴이 빛과 만
날 확률이 높고 도광판 밖으로 나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휘도가
높게 된다.

○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학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광원과 광학패턴
을 형성할 위치에 레이저를 조사하기 위해 도광판을 이동시키는 스테이지
및 레이저 광원에서 발진된 레이저를 유도하는 광학기구물이 조합된 장치가
필요한데 엘티에스(LTS)에서 생산하는

series가

LGP Enraving machine인 MACH

대표적이다.

[그림 2-28] LGP Enrav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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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P Enraving machine은

집속렌즈가 리니어 가이드를 통해 왕

복운동을 하면서 도광판을 가공하는 방식인데 음각의 광학패턴을 가공하기
때문에 휘도가 높은 장점은 있으나 리니어 가이드의 한계속도가

3~4m/s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산성이 떨어지고 가공 중 진동 등에 의해 정확한 위치에
가공이 되지 않아 암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레이저 광원의

on/off를

on/off 시 레이저의 출력곡선의
exponential function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광판에

이

용하여 광학패턴을 가공함에 따라

형태가

구형파가 아니라

조사되

는 레이저 중 가공에 기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가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열
에너지만 전달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초박형 도광판의 경우 가공 후 열변형
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 최근 왕복타입의 레이저 가공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학기구물을 휠
타입으로 구성하여 가공속도를 배가시키고

AOM(Acousto-Optic Modulator)

를 이용하여 구형 펄스레이저를 형성하여 가공함에 따라 열변형을 극소화도
록 하는 휠타입 레이저 가공장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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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

□

장 사업 내용

유기 검사를 위한 전자현미경 분야

JEOL사(일본)에서
microscope) 개발

유기검사를 위해

ESEM(Environmental scanning electron

○ 가스이온화를 이용한 입자검출기의 개념을 SEM에 적용한 장비
○ 생물과 같은 수분 함유 물질뿐만 아니라 완전 부도체를 전도성 코팅절차 없
이 분석 가능

○ SEM의 신틸레이터형 ET(Everhart-Thornley)검출기는 구조적으로 가스환경에
ESEM은 가스형 이차전자 검출기
(gaseous secondary electron detector, GSED), 또는 환경이차전자 검출기
(environmental secondary electron detector, ESD)를 신호검출 시스템으로
서 이차전차 영상형성이 불가능하여

사용함

○ ESEM의 GSED/ESD는 SEM의 ET검출기와 달리 빛과 열에 Insensitive하기

때문에 시료에서 방출되는 백열광, 음극발광, 형광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 다중

1500C의 고온에서도 시료의 분석이 가능
PLA(Pressure limiting aperture, 압력제한조리개)를

전자광학계 사이의 압력분리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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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시료실과

[그림 3-1] ESEM 구조

□
[그림 3-2] ESEM의 작동원리

①

전자입사빔(Primary

electron beam)이 시료로 입사
이차전자(SE)가 생성되어 나오고

②

시료의 표면에서

일부는 수증기 분자와 충

돌
③

가스이차전지검출기(GSED/ESD) 전극에 수증기 분자와 충돌하여 생긴
환경이차전자(ESE)까지 포집되어 증폭효과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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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자와의 충돌과정에서 생긴 양이온들이 시료로 이끌려 전자입사
빔에 의하여 축전된 시료의 음전하를 중화시킴

□ SEM과 ESEM의 차이점

[표 3-1] SEM과 ESEM의 차이점

□ ESEM 관련 특허
[표 3-2] ESEM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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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할 수 있는 장치로 많은 유수의 검사장비기업이 많은 노력을

○
○

B-nano社에서 air-SEM개발
대기압 상태에서도 SEM 이미지를 약 10만배까지 볼 수 있는
저수율로 고생 중인 AMOLED 및 플렉서블 공정에 필수적
나아가, 바이오 검사 장비 등으로 활용 가능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 air-SEM 설명
[그림 3-3] air-SEM 설명

* 특징
1) 10nm 분해능 보유
2) 측정하고자 하는 Sample의 선처리 없음
3) 모든 유형의 이미지 측정 가능 : 고체, 액체, 전도성, 절연성
4) 샘플 크기의 제한 없음
5)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한 재료 분석
* 장점
1) 사용하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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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 현재

2)
3)
4)
5)
6)

진행됨에 따라 복잡한 시료 전처리 불필요
쉽게 기존의 실험 장치에 고해상도 현미경을 추가
하나의 워크 벤치에 몇 가지 현미경의 통합
현미경 사이의 원활한 전환, 버튼의 클릭으로 상호 현미경
빠르게 포괄적인 데이터 도출

□ air-SEM 설명
1)
2)
3)

생물학적 시료를 자연 상태의 이미지 측정 가능
역학 및 프로세스의 스냅 샷을 쉽게 취득 할 수 있음
시간 효율성

: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질적 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

□ 일반적인 전자주사현미경 시료 제작
①

시료채취(sampling)

②

고정과정(fixation)

- SEM의

경우

paraformaldehyde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시료 표면 관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시료의 내부를 할단하여 관찰하는
경우에는 고정이 불완전하여 부서지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 관찰이 어려운
경우 발생
탈수 및 포매(dehydration)

③

-

부적절한 탈수제의 농도 또는 탈수시간으로 인하여조직의 수축 또는 팽창

등 부피의 변형이 초래될 수 있음. 만일 불완전하게 탈수된 상태에서 건조시
키게 되면 표본 제작 후에 형태의 변형이 생기는 경우 발생, 습기가 많은 날
씨에 건조된 표본을 코팅하지 않고 실온에 오래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기 중
의 습기에 의해 나중에 표본이 변형됨.
건조 및 시료부착

④

-

건조 후 시료를

(drying & attachment)
시료대 (specimen stub)에

부착시킬 때에도 시료를 핀셋으

로 잡을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 시료가 변형될 수 있음. 또한, 전도성 접착제
인

silver paste를

사용하는 경우 시료의 바닥 면에만 조금 사용하지 않고 너

무 많은 양 또는 너무 농도가 낮은 용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료내의 혈관
또는 내강 등의 빈 공간을 따라서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의 표면까지 은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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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와서 시료표면을 덮어버림으로써 관찰을 방해할 수 있음

(coating)
- 고분해능 FE-SEM이
코팅

⑤

많이 보급되어

10만배

이상의 고배율을 관찰이 가능하

게 됨에 따라 백금 또는 금으로 코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코팅재료의 입자에
의하여 실제 시료의 모습의 관찰함에 있어 방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고배
율 관찰 시에는 무정형이며, 코팅두께가 매우 얇게
한

OsO4를

사용하는

osmium plasma coater를

(2nm

정도) 제작이 가능

사용하여 시료표면에 형성되

는 입자의 형성도 억제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얇게 코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Ion coater를

사용할 경우 진공상태가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 전

류가 흐르는 경우 스파크가 발생하여 코팅재료가 균일하지 않게 표면에 튀는
경우도 있으며 장시간 코팅으로 열이 발생되어 시료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 a-SEM 시료 제작 :

시료채취(sampling) 후 바로 측정 가능

□ B-nano사 Air-SEM 특허 : 국제출원 및 우리나라까지 출원
(21)
(22)

10-2011-7008742
출원일자(국제출원일자) 2009년09월24일
출원번호

심사청구일자 없음

(85)
(86)
(87)

2011년04월18일
국제출원번호 PCT/IL2009/000926
국제공개번호 WO 2010/035265
국제공개일자 2010년04월01일
(30) 우선권주장
61/100,735 2008년09월28일 미국(US)
(71) 출원인
비-나노 리미티드
이스라엘 84965 오메르 피.오.박스 3010
리얼 파크 빌딩 넘버 10
(72) 발명자
번역문제출일자

인더스트

샤찰 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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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48

레호봇 팔디 스트리트

12/29

드 피치오토 라피
이스라엘

(74)

99797

카메이 요세프 하야스민 스트리트

42

대리인

정삼영, 송봉식

: 총 46 항
명칭: 진공 디바이스

전체 청구항 수

(54)

발명의

(57)

요 약

및 주사 전자 현미경

진공 디바이스는 밀봉된 하우징, 전자 빔 소스, 전자 광 컴포넌트, 박막, 및 검출
기를 포함한다. 박막은 밀봉된하우징의 애퍼어처를 밀봉한다. 밀봉된 하우징
은 진공이 유지되는 진공 공간을 형성한다. 전자 빔 소스는 진공공간 내에서
전파하고, 전가 광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고, 박막을 통과하는 전자 빔을 생
성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비진공 환경에서 유지
는 비진공 주사 전자 현미경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꼭 맞는 형상이
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진공 디바이스로서,
밀봉된 하우징;
전자 빔 소스;
전자 광 컴포넌트;
박막; 및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박막은 상기 밀봉된 하우징의 애퍼어처를 밀봉하고,
상기 밀봉된 하우징은 진공이 유지되는 진공 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전자 빔 소스는 상기 진공 공간 내에서 진행하고, 상기 전가 광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고, 상기 박막을 통해 통과하는 전자 빔을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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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비진공 환경에서 유지되는 비진공 주사 전자
현미경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공간에 꼭 맞는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2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된 하우징은 상기 진공 공간에서 상기 진공을 유지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진공 펌프의 출력부에 꼭 맞는 형상인 하나의 개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3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실린더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4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실린더 형상 및 수 밀리미

터의 직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5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실린더 형상 및

3

내지

5

밀리미터의 직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6

항에 있어서, 제2 부분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부분의 단면적은 상기 제1

부분의 단면적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부분은 상기 진공 디바이스와 상기 주사 전자 현미

경의 적어도 하나의 비진공 컴포넌트를 정렬시키도록 구성된 정렬기에 꼭 맞
는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8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디바이스는 정렬기에 해체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되

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9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된 하우징은 오직 하나의 개구만 가진 것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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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된 하우징은 밸브없는 하우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11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공간은 수백 세제곱 센치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디바이스.
청구항
제

1

12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디바이스는 상기 공간에 타이트하게 피팅되도록 하

는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13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검출기 커넥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14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디바이스는 밀봉된 하우징, 전자 빔 소스, 전자 광

컴포넌트, 박막, 및 검출기를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15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공간은 정렬 코일, 콘덴서 렌즈, 비점수차 빔 쉬프

트 코일, 주사 코일 또는 대물 렌즈를 포함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진공 디바이스.
청구항
제

1

16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진공 디바이스, 및 상기 진공 디바

이스에 연결된 진공 펌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펌프는 낮은 처리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제

16

17
18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펌프는 초당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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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지

3

리터 범위의 처리량인 것을

16

항에 있어서,상기 진공 펌프는 이온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제

16

20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펌프는 배터리 전원식 진공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제

1

21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진공 디바이스, 및

상기 진공 디바이스에 연결된 정렬기를 포함하고,
상기 정렬기는 상기 진공 디바이스와 상기 주사 전자 현미경의 적어도 하나의
비진공 컴포넌트를 정렬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서,
비진공 환경에서 유지되는 비진공 주사 전자 현미경 컴포넌트;
진공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진공 디바이스는 밀봉된 하우징,
전자 빔 소스,
전자 광 컴포넌트,박막, 및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비진공 주사 전자 현미경 컴포넌트는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박막은 상기 밀봉된 하우징의 애퍼어처를 밀봉하고,
상기 밀봉된 하우징은 진공이 유지되는 진공 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전자 빔 소스는 상기 진공 공간 내에서 진행하고, 상기 전자 광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상기 박막을 통과하는 전자 빔을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상기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상기 공간에 꼭 맞는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23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디바이스는 상기 주사 전자 현미경의 비진공 컴포

넌트에 해체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24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전자 현미경은 상기 진공 공간 내에 오직 진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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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 것을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25

항에 있어서, 비진공 환경에서 물체를 지지하기 위한 스테이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현미경.
청구항
제

22

26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 디바이스와 상기 주사 전자 현미경의 적어도 하나

의 비진공 컴포넌트를 정렬시키기 위한 정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27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전자 현미경의 스테이지에 관하여 상기 진공 디바

이스의 높이를 변경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z-스테이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28
항에 있어서, 청구항 제

2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진공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29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비진공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30

22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전자 현미경의 상기 비진공 컴포넌트는 정렬 코
일, 콘덴서 렌즈, 비점수차 빔 쉬프트 코일, 주사 코일, 또는 대물 렌즈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31
제 22 항에 있어서, 챔버 및 상기 챔버 내의 비진공 환경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
미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더포함하고, 상기 챔버는 물체를 수용하도록 구
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32
제 22 항에 있어서, 챔버 및 물체가 이미지화되는 동안 상기 챔버 내의 비진공
환경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물체는 이미징되고 있을 때 상기 챔버 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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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33
항에 있어서, 물체가 위치하는 비진공 환경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가스

주입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34
항에 있어서, 물체가 위치하는 비진공 환경에 질소를 주입하기 위한 가스

주입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35
항에 있어서, 물체가 위치하는 비진공 환경에

He을

주입하기 위한 가스

주입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제

22

36
항에 있어서, 물체가 위치하는 비진공 환경에 화학물을 주입하기 위한 주

입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청구항

37

주사 전자 현미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제1 진공 디바이스를 제2 진공 디바이스로 교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교체하는 단계는 상기 주사 전자 현미경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상기 제2 진
공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
미경을 유지하는 방법.
청구항
제

37

38

항에 있어서, 상기 교체하는 단계는 상기 진공 디바이스의 진공 공간 내에

오직 진공만 유지하는 단계가 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
경을 유지하는 방법.
청구항
제

37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진공 디바이스 및 제2 진공 디바이스 각각은 밀봉

된 하우징, 전자 빔 소스, 전자광 컴포넌트, 박막, 및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
기 박막은 상기 밀봉된 하우징의 애퍼어처를 밀봉하고, 상기 밀봉된 하우징
은 진공이 유지되는 진공 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전자 빔 소스는 상기 진공
공간 내에서 진행하고, 상기 전자 광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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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전자 빔을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상기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상기 공간에 꼭 맞는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유지하는 방법.
청구항
제

37

40
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유지하는 방법.
청구항

41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서,
교체가능한 진공 디바이스의 전자 빔 소스에 의해 전자 빔을 생성하는 단계;
진공 공간을 통해 진행하고, 상기 교체가능한 진공 디바이스의 밀봉된 하우징의
애퍼어처를 향하도록 상기 전자빔을 지향시키는 단계;
상기 진공 디바이스의 검출기에 의해 입자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기로부터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애퍼어처는 상기 진공 공간과 물체가 놓여지는 비진공 환경 사이의 압력차
를 견디는 막에 의해 밀봉되어있고,
상기 검출된 입자는 상기 전자 빔과 상기 물체의 상호작용에 응답하여 생성되고,
상기 검출 신호는 프로세싱된 후 상기 물체의 적어도 일부분의 이미지의 생성에
기여하고,
상기 생성하는 단계 및 검출하는 단계동안, 상기 진공 디바이스의 제1 부분은 주
사 전자 현미경의 적어도 하나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 공간 내에
놓여지고,
상기 진공 디바이스의 제1 부분은 상기 공간에 꼭 맞는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
청구항
제

41

42
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가 위치하는 비진공 환경에 가스를 주입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
청구항
제

41

43
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가 위치하는 비진공 환경에 질소를 주입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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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가 위치하는 비진공 환경에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체를
청구항
제

41

He를
이미지화하는 방법.

주입하는 단계를

45
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가 위치하는 비진공 환경에 화학물을 주입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
청구항
제

41

46

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가 이미지화되는 동안 상기 챔버 내의 비진공 환경

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물체는 이
미지화될 때, 챔버 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
명 세 서
배 경 기 술
고해상도 현미경은 연구개발, 재료 과학, 생명 과학, 반도체 산업, 및 식품

[0001]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보증 및 생산에 사용된다.

[0002] 17세기의 광학 현미경은 심자외선 광자의 파장에
달하였고, 대략 80nm의 최고 해상도를제공한다.

의해 형성된 장벽에 도

대다수의 광학 현미경은 모두 사용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0003] 사용의 용이함, 및 이미징 환경의 다양성으로부터 유래한다.
[0004] 주사 전자 현미경(SEM)은 훨씬 더 미세한 해상도(수 나노미터 이하)를 제
공하지만, 그러한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기 위해 관측되는 물체는 진공 환경
에 놓여져야 하고, 전자 빔에 의해 주사된다.
[0005] 전자 빔은 이미터를 포함하는 전자 빔 소스에 의해 생성된다. 이미터는
비교적 짧은 수명을 가져 SEM의 수명동안 수차례 교체되어야 한다. W 이미
터는 전형적으로 수백 시간, LaB6 이미터는 1000시간 이상, 쇼트키(Schottky)
이미터는 전형적으로 10000시간 이상 동작할 것이다.
[0006] 전자 빔은 SEM의 하나 이상의 애퍼어처를 통과할 수 있다. 전형적인 애
퍼어처는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때때로교체되어야 한다.
[0007] SEM의 유지보수는 이미터, 애퍼어처는 물론 SEM의 다른 컴포넌트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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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교체 프로세스는 시간소비적이고, 또한 이러
한 컴포넌트의 분해가 가능하도록

SEM은

SEM을

충분히 크게 설계할 것을요구한다.

분해를 위해 진공 포트가 장착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컴포넌트의

교체에 이어, 대기압에서 높은 진공으로

SEM의

챔버의 진공화가 후속하고,

전자 소스 챔버를 가열하는 단계(소위 베이킹 공정)가 필요할 수 있다.

[0008] SEM의

챔버는 크고, 하나 이상의 높은 처리능력의 진공 펌프에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0009]

진공 레벨에 도달한 후에도, 여전히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시키기 전에 수

개의 단계:이미터의 정렬 단계, 및 필라멘트 전류 및 전압에 대한 최적의 동
작 포인트를 찾는 단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시간소비적이고, 전문
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쇼트키 이미터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완

12 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
SEM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전한 동작 모드로가져가는 전체 사이클은

[0010]

신속한 교체 스킴을 특징으로 하는

있다.
발명의 내용
과제의 해결 수단

[0011]

진공 디바이스는 밀봉된 하우징, 전자 빔 소스, 전자 광 컴포넌트, 박막,

및 검출기를 포함하고, 박막은 밀봉된하우징의 애퍼어처를 밀봉하고, 밀봉된
하우징은 진공이 유지되는 진공 공간을 형성하고, 전자 빔 소스는 진공공간
내에서 전파하고, 전가 광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고, 박막을 통과하는 전자
빔을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비진공 환경에
서 유지는 비진공 주사 전자 현미경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 공
간에 꼭 맞는 형상이다.

[0012]

이 장치는 진공 디바이스, 및 진공 디바이스에 연결된 진공 펌프를 포함

한다.

[0013]

주사 전자 현미경은 비진공 환경에서 유지되는 비진공 주사 전자 현미경

을 포함하고, 여기서 비진공 주사 전자현미경 컴포넌트는 공간을 형성하고,
진공 디바이스는 밀봉된 하우징, 전자 빔 소스, 전자 광 컴포넌트, 박막,및 검
출기를 포함하고, 박막은 밀봉된 하우징의 애퍼어처를 밀봉하고, 밀봉된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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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이 유지되는 진공공간을 형성하고, 전자 빔 소스는 진공 공간 내에
서 전파하고, 전자 광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고, 박막을 통과하는 전자 빔을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상기 공간에 꼭 맞
는 형상이다.

[0014]

주사 전자 현미경을 유지보수하는 방법으로서, 본 방법은 제1 진공 디바

이스를 제2 진공 디바이스로 교체하는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서 교체하는 단
계는 제2 진공 디바이스를 주사 전자 현미경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해체가능
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5]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은 교체가능한 진공 디바이스의 전자 빔 소스에

의해 전자 빔을 생성하는 단계, 전자빔을 진공 공간을 통과하고 교체가능한
진공 디바이스의 밀봉된 하우징의 애퍼어처를 향하도록 지향시키는단계, 진
공 디바이스의 검출기에 의해 입자를 검출하는 단계, 및 검출기로부터의 검
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서 이 애퍼어처는 진공 공간과 물
체가 놓여져 있는 비진공 환경 사이의 압력차를 견디는 막에 의해 밀봉되어
있고, 검출되는 입자는 전자 빔과 물체의 상호작용에 반응하여 생성되고, 그
리고 상기 생성하는 단계와 검출하는 단계 동안, 진공 디바이스의 제1 부분
은 주사 전자 현미경의 적어도 하나의 비진공 컴포넌트에의해 형성된 공간
내에 놓여져 있고, 진공 디바이스의 제1 부분은 상기 공간에 꼭 맞는 형상이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0016]

진공 디바이스의 개략적인 단면

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진공 디바이스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SEM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비진공 하우징 및 코일 및 렌즈의 개략
적인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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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주사 전자 현미경을 유지보수하는 방법

을 도시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
도
도
도

10은
11은
12는
13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SEM의
SEM의
SEM의
SEM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개략적인 단면이다.
개략적인 단면이다.
개략적인 단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7]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SEM, 장치, 및 진공 디바이스가 제공된
다. SEM은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진공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진공 디바이스는 또한 교체가능한
진공 디바이스라 불린다.
[0018]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SEM은 비진공 환경에 위치하는 물체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SEM은 하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 및 진공 디바이스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비진공 컴포넌트는 진공 환경에 놓이지 않는 컴포넌
트이다.
[0019] 진공은 진공 디바이스 내에서 유지되지만, SEM의 다른 부분에서는 유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공 디바이스가 고장이라면, 전체 진공 디바이
스는 교체된다. 진공 디바이스는 비교적 작고, 진공 디바이스 내의 진공은 낮
은 용량의 진공 펌프를 사용함으로써 매우 쉽게 유지될 수 있다.
[0020] 진공 디바이스는 그 전체가 교체가능하고, 밀봉되고, 진공 내에 유지되어
야 하는 모든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SEM의 유지보수를 간편화시
킨다. 이미터 또는 애퍼어처를 유지보수 및 교체하기 위한 숙련공을 대신하
여, 전체 진공 디바이스가 쉽게 교체될 수 있다.
[0021]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으로서, 교체는 시간 소비적인 증발화 단계, 또는
(베이킹 단계와 같은) 증기 제거 단계등이 후속되지 않으므로, 교체 프로세스
는 매우 신속하고, SEM의 처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0022] 진공 디바이스는 전자 빔 소스 또는 애퍼어처를 교체하기 위한 접근 포트
를 포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챔버, 밸브, 진공 펌프와 같은) 외부
컴포넌트와의 인터페이스의 개수는 최소로 감소될 정도로, 비교적으로 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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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0023]

진공 디바이스는 매우 작은 제1 부분과 약간 더 큰 제2 부분을 포함하는

밀봉된 하우징을 포함할 수 있다. 두부분은 비교적 작고, 매우 작은 풋프린트

(footprint)를 가질 수 있다.
[0024] 밀봉된 하우징은 SEM의 하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 공
간에 꼭 맞는 형상인 제1 부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공간은 하우징
(소위, 비진공 하우징)에 의해 또는 코일, 렌즈 등과 같은 다른 비진공 컴포넌
트를 둘러쌀 수 있는(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둘러쌀 수 있는) 다른 기계적
인터페이스에 의해 형성될 수있다.
[0025]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진공 디바이스(및 특히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는 SEM의 하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타
이트하게 맞춤될 수 있다. 제 1 부분은 적어도 하나의 측방향 및 수평 치수
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예컨대 대략 50 마이크로미터)의 기계적 허용공차를
가지고 맞춤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SEM는

하나 또는 두 축을 따라 공간에

[0026]

대하여 진공 디바이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정렬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
렬기는 진공 디바이스가 타이트하게 맞춤되어 있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렬기는 하나 이상의 나사 및 하나 이상의 나사 리셉터클을 포함할 수 있다.

[0027] SEM의

진공 디바이스와 비진공 디바이스 사이에 가능한 오배열 중 적어

도 일부는 코일과 같은 비진공 컴포넌트 에 의해 전자기장을 도입함으로써
보상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0028]

하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는 진공 디바이스를(또는 적어도 진공 디바

이스의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을) 둘러쌀(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둘러쌀)
수 있고, 진공 디바이스 내의 전자 빔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 빔
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고, 가능한 오배열을 보상할 수 있는 비진공 컴포넌트
의 제한하지 않는 예는 편향코일이다.

[0029]

진공 디바이스는 미리 정렬되고, 미리 컨디셔닝되고, 최적의 오퍼레이팅

파라미터로 설정될 수 있는 이미터와같은 전자 빔 소스를 포함한다. 교체 프
로세스는 이미터를 설정하는 단계, 이미터를 진공 디바이스의 다른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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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렬하는 단계, 또는 진공 디바이스의 생산 공정 동안 미리 설정된 것
과 같이 최적의 상태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0030] SEM의 모든 진공 디바이스는 진공 디바이스 내에 정렬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특성은 진공 디바이스의 제조를 단순화시키고, 대량 생산화되고
있는 오늘날 사용되는 상이한 재료 및 제조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열고, 제
품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0031] 진공 디바이스는 교체가능하고, 밀봉된 하우징, 전자 빔 소소, 전자 광 컴
포넌트, 박막, 및 검출기를 포함할 수 있다. 박막은 밀봉된 하우징의 애퍼어
처를 밀봉한다. 밀봉된 하우징은 진공이 유지되는 진공 공간을 형성한다.
[0032] 진공 빔 소스는 진공 공간 내에서 진행하고, 전자 광 컴포넌트와 상호작
용하고, 박막을 통과하는 전자 빔을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비진공 환경에서 유지되는 비진공 주사 전자 현미경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꼭 맞는 형상이다.
[0033] 진공 디바이스는 복수의 검출기, 복수의 전자 광 컴포넌트,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설명의 간편함을 위해, 대부분의 아래의 설명은 하나
의 애퍼어처 및 하나의 검출기를 포함하는 진공 디바이스를 다룬다.
[0034] 밀봉된 하우징은 전자 빔이 통과할 수 있는 복수의 애퍼어처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애퍼어처는 하나이상의 막에 의해 밀봉될 수 있다. 이 막
은 얇을 수 있고, 심지어 매우 얇을 수 있다. 이 막은 수 나노미터 이하일 수
있다. 각각의 막은 전자 빔에 대하여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고, 비진공 환경과
밀봉된 하우징 내에 유지되는 진공 환경 사이의 압력차를 유지한다.
[0035] 진공 디바이스가 복수의 막을 가진다면, 이 막들은 하나 이상의 어레이를
형성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각각의 막은 크기, 두께, 또는 크기와 두께 모두
서로 상이할 수 있다.
[0036] 전자 빔은 막을 향해 전자 빔을 편향시킴으로써, 막과 전자 빔 소스 사이
의 기계적 이동을 도입함으로써, 또는 이 둘을 조합하여 막을 통과하도록 지
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막은 전자 빔의 광 축에 대하여 막을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벨로우와 같은) 이동부 연결된(또는 그 위에 놓여진) 프레임에 연
결될 수 있다.
[0037] 막의 프레임은 또한 전자가 프레임에 충돌함으로써 발생되는 전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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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코-암페어미터에 프레임을 연결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게 하도록 진

공 디바이스에 대하여 전기적으로 플로팅일 수 있다. 검출을 강화하기 위해
프레임에 바이어스가 제공될 수 있다.

[0038]

진공 디바이스의 전자 광 컴포넌트는 애퍼어처, 그리드, 렌즈, 전자 빔을

감속 또는 가속시키기 위한 전극, 빔스플리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전자 광
컴포넌트는 전자 빔의 궤적, 전자 빔의 형상, 전자 빔의 초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의의 컴포넌트일 수 있다.

[0039] SEM은

비진공 환경에서 유지되는 하나 이상의 전자 광 컴포넌트를 포함

할 수 있고, 이러한 컴포넌트를 비진공 컴포넌트라 한다.

[0040]

밀봉된 하우징은 진공 공간 내에 진공을 유지하도록 구성된 진공 펌프의

출력부에 꼭 맞는 형상인 하나의 개구를 포함할 수 있다. 진공 펌프는 이온
펌프일 수 있다.

[0041]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은 실린더 형상을 가질 수 있다

-

길고 가는 튜

브와 같은 형상일 수 있다. 제1부분은 수 밀리미터의 직경을 가질 수 있다

-

그 직경은 수 밀리미터와 수십 밀리미터 사이의 범위일 수 있다.
제1 부분의 단면은 수십 밀리미터보다 더 클 수도 있으나, 더 작은 치수가

[0042]

진공을 유지하기에 더 쉬운 더 작은진공 공간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이

해해야 한다. 더 낮은 처리량의 진공 펌프가 진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있다. 예를 들어, 제1 부분의 직경은

3

내지

15

밀리미터 사이의 범위일 수

있다.

[0043]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진공 디바이스는 또한 제2 부분을 가진
다. 이 제2 부분은 제1 부분보다 더클 수 있다. 즉, 더 큰 단면을 가질 수 있
다. 제2 부분은 실린더 형상을 가질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0044] 더 큰 제2 부분은 진공 펌프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고, 또한 SEM의 하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대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제2 부분은 나사 또
는 다른 인더페이싱 도는 가이딩 컴포넌트를 사용함으로써, (비진공 하우징과
같은) SEM의 다른 비진공 컴포넌트에 해체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0045] 제2 부분은 주사 전자 현미경의 적어도 하나의 비진공 컴포넌트 및 진공
디바이스를 정렬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 SEM의 정렬기에 꼭 맞는 형상일 수
있다. 이 정렬기는 2 또는 3개의 축을 따라 정렬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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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밀봉된 하우징은 오직 하나의 개구만

가지고(막에 의해 밀봉된 애퍼어처와 함께), 이 개구는 진공 펌프에 대한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0047]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밀봉된 하우징은 밸브없는 하우징이다.
즉, 임의의 밸브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밀봉된 하우징은 진공 펌프로부터(또는 진공 펌
프로의) 입자의 흐름을 제어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밸브를 포
함할 수 있다.
[0048]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밀봉된 하우징은 매우 작은 진공 공간
을 형성한다. 즉, 그 체적이 수백 세제곱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004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공 디바이스(또는 적어도 밀봉된 하우징의 제1
부분)는 SEM의 하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꼭 맞는
형상이다.
[0050]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진공 디바이스(또는 적어도 제1 부분)는
그 공간에 타이트하게 맞도록 하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그 공간에 놓여진
후, 비진공 하우징과 같은 인터페이싱 비진공 컴포넌트와 제1 부분 사이에
매우 작은 공간이 존재한다.
[0051]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밀봉된 하우징은 적어도 하나의 (외부적
으로 접근가능한) 커넥터를 포함한다.
커넥터는 (ⅰ) 진공 디바이스의 검출기로의 전력 공급, (ⅱ) 진공 디바이스의 검
출기로의 제어 또는 컨피규레이션 신호의 공급, (ⅲ) 진공 디바이스의 검출기
로부터의 검출 신호 또는 프로세싱된 검출 신호의 수신, (ⅳ) 막프레임으로부
터의 검출된 전류의 수신, (ⅴ) 막 프레임에 대한 바이어스 제공 중 적어도
하나를 용이하게 할 수있다.
[0052] 진공 디바이스는 전자 빔 소스, 및 전자 빔 소스의 배출 및 고전압 컴포
넌트(또는 전극)에 (하나 이상의 핀, 케이블, 커넥터 등을 통해) 연결을 제공
하고, 진공 디바이스에 연결될 수 있는 진공 펌프에 막을 제공할 수 있다.
[0053] 진공 디바이스의 각각의 검출기는 자신의 검출기 커넥터를 가질 수도 있
고, 복수의 검출기가 하나의 커넥터를공유할 수도 있고, 하나의 검출기가 하
나 이상의 검출기 커넥터에 연결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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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4]
즈,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진공 디바이스는 정렬 코일, 콘덴서 렌
비점수차(astigmatism) 빔 쉬프트코일, 주사 코일, 또는 대물 렌즈를 그

안에 포함하기 위해 매우 작은 진공 공간을 형성한다. 진공 공간 내의진공은
낮은 처리양의 진공 펌프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0055]

진공 디바이스는 서로 상이하거나 서로 유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검출

기를 포함할 수 있다. 진공 디바이스의 검출기는 전자, 광자,

X-레이

방사선

등을 탐지할 수 있다. 전자 검출기는 신틸레이터 기반이거나 솔리드스테이트
검출기일 수 있다.

X-레이

검출기는

Si

드리프트 검출기일 수 있다. 진공 검

출기는 에너지 분산 분광기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0056] 진공 디바이스의 전자 소스는 밝기가 다른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
고, 진공 레벨은 예컨대, W 이미터, LaB6 이미터, 또는 필드 이미터를 필요로
한다.
[0057] 진공 디바이스의 제조 공정 중(특히 조립 단계 동안), 진공 디바이스는 증
기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베이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공 디바이스는 상이한 재료, 예컨대, 유리,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0058]
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0059] 진공 디바이스는 애퍼어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애퍼어처는 제어된 크린
환경에서 제조되고 조립된 후, 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밀폐 하우징 내에 놓여
진다. 이는 SEM에 의해 얻어지는 이미지 품질에 기여하고, 애퍼어처의 수명
을 연장시킬 수 있다.
[0060]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진공 디바이스는 T-형 단면을 가질 수
있다. 각각의 제1 및 제2 부분이 실린더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제2 부분은 제
1 부분 보다 더 넓고, 두 부분은 동축이다.
[0061]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하나의 장치가 제공된다. 이 장치는 진
공 디바이스 및 진공 디바이스에 연결된 진공 펌프를 포함한다. 진공 펌프는
진공 디바이스 내에 진공을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진공 펌프는 낮은 처리량
을 특징으로 한다. 진공 펌프의 처리량은 초당 2 내지 3 리터 범위일 수 있
다. 진공 펌프는 이온 펌프, 배터리 전원식 진공 펌프, 또는 배터리 구동식
이온 펌프일 수 있다.
[0062] 이 장치는 진공 디바이스에 연결된 정렬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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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의

적어도 하나의 비진공 컴포넌트와 진공 디바이스를 정렬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정렬기가 이 장치 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SEM에

연결

된 후 장치에 단지 연결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이 정렬기의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는 장치에 속할 수 있고,
정렬기의 하나 이상의 다른 컴포넌트는

SEM의

비진공 컴포넌트(또는 컴포넌

트들)로 간주될 수 있다.

[0063]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SEM이 제공된다. SEM은 비진공 환경에
서 유지되는 비진공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또한 진공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0064] SEM은 앞서 설명한 장치와, 정렬 코일, 콘덴서 렌즈, 비점수차 빔 쉬프트
코일, 주사 코일, 또는 대물 렌즈와 같은 하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를 포
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0065] SEM은 진공 공간 내에서만 진공을 유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66] SEM은 비진공 환경에서 물체를 지지하기 위한 스테이지를 포함할 수 있
다. 이 스테이지는 1, 2, 또는 3개의 축을 따라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
[0067]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SEM은 검출 및 대조를 강화하기 위해
비진공 환경에 상이한 가스 혼합물을 주입하기 위한 가스 주입기를 포함할
수 있다. 가스 주입기는

He

또는 질소를 포함한 혼합물을 주입할 수있으나,

다른 가스 혼합물이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스 혼합물은 물체에 근접하
게 제공될 수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0068]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SEM은

물체가 놓여질 수 있는 챔버, 셀

또는 구획(이하 통칭하여 챔버라 함)
을 포함할 수 있다. 챔버는 물체가 이미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를 포함한
다. 챔버는 챔버 내에 비진공 환경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컨트롤러를 포함하거나, 컨트롤러에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트롤러는 챔버 내부의 가스 조성, 온도, 압력, 습도,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제어할 수 있다. 온도는 가열 엘리먼트, 냉각 엘리먼트 등을
포함하는 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가스 조성은 가스 필터, 가스 주
입기 등을 포함하는 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0069]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대하여 진공 디바이스의

SEM은 주사 전자 현미경의 스테이지에
고도(elevation)를 변경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z-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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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있다.

z-스테이지는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이동 범위를 가질

수 있으나, 다른 이동 범위가 제공될 수도 있다.

z-스테이지는

물체로부터 원

하는 거리에 밀봉된 하우징의 애퍼어처를 위치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것은

SEM의

이미지 획득 조건을 최적화하고, 애퍼어처와 물체 사이의 거리

가 물체가 제어될 수 있다면,

SEM을

설계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여

SEM

의 설계 프로세
스를 단순화시킨다. 이는 특히 물체가 상이한 높이일 때 그러하다.

[0070]
즉,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SEM은

적어도 하나의 비진공 검출기,

진공 환경내에 놓여지지 않는 적어도 하나의 검출기를 포함한다. 비진공

검출기는 전자,

X-레이

광자,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IR) 광자를 검출할수 있

다. 검출기는 산란된 전자, 전송된 전자, 또는 이들의 조합을 검출할 수 있고,
주사 전송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0071]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진공 디바이스(30)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0072] 진공 디바이스(30)는 밀봉된 하우징(20), 전자 빔 소스(40), 검출기(60), 애
퍼어처(50), 및 커넥터(80)를 포함한다. 밀봉된 하우징(20)은 제1 부분(31) 및
제2 부분(32)을 포함한다.
밀봉된 하우징(20)은 전자 빔(9)이 전파하는 진공 공간(70)을 형성한다. 밀봉된
[0073] 하우징(20)은 막(102)에 의해 밀봉된 애퍼어처(104)를 가진다. 벌룬(100)
은 애퍼어처(104) 및 막(102)을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다.
[0074] 점선(9)은 전자 빔(9)의 경로를 도시하고, 그 광 축을 정의한다.
[0075] 도 2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진공 디바이스(30')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0076] 도 1의 진공 디바이스(30)는 (애퍼어처(104)를 제외한) 임의의 개구를 포함
하지 않지만, 진공 디바이스(30')는(도시되지 않은) 진공 펌프에 대한 인터페
이스로서 사용되는 개구(82)를 포함한다. 진공 펌프가 개구(82)에 연결된 후,
밀봉된 하우징(80)은 밀봉이 유지된다. 개구(82)는 (도시되지 않은) 밸브에 의
해 선행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0077] 도 3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20)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장치(20)는 진공 디바이스(30') 및 진공 펌프(90)를 포함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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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8]

4는
장치(20')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20')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진공 펌프(90), 및

바이스를 포함한다. 이

2개의

2개의

애퍼어처(50 및

애퍼어처(50 및

51)는

51)를

포함하는 진공 디

밀봉된 하우징(20)의 제1

부분(31')에 포함된다.

[0079]

5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20")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장치(20")는 정렬기(110)를 포함한다
는 점에서 장치(20')와 상이하다. 정렬기(110)는 제2 부분(32')의 하면과 측면에 연
결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0080] 도 6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SEM(10)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0081] SEM(10)은 장치(20), 및 스테이지(101), 나사(104), 나사 리셉터클(106), z-스
테이지(102), 비진공 하우징(120), 코일 및 렌즈(121-124), 및 지지 엘리먼트
(103)와 같은 비진공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도 6은 또한 스테이지(101)에 의해
지지되는 물체(8)를 도시한다. 물체(8)는 비진공 환경에 놓여져 있다.
[0082] 장치(20) 및 특히 장치의 진공 디바이스의 제1 부분(31)은 비진공 하우징
(120)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꼭 맞게된다.
[0083] 비진공 하우징(120)은 또한 코일 및 렌즈(121-124)를 둘러싼다. 이러한 코
일 및 렌즈는 건(gun) 정렬 코일(121), 콘덴서 렌즈(122), 비점수차 빔 쉬프트
및 주사 코일(123) 및 대물 렌즈(124)를 포함한다.
[0084] 비진공 하우징(120)은 제1 부분을 부분적으로 둘러싸는 공간을 형성하는
내부벽을 포함하고, 또한 코일 및 렌즈(121-124)가 놓여지는 공간을 형성하는
추가 벽을 포함한다.
[0085] Z-스테이지(102)는 비진공 하우징(12)과 제2 부분 사이에 위치한다.
[0086] 나사(104)는 도 6이 그려진 페이지와 평행한 가상의 수평축을 따라 비진공
하우징(120)에 대하여 장치(20)를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도시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나사는 도 6이 그려진 페이지에 수직인 다른 가상의
수평축을 따라 비진공 하우징(120)에 대하여 장치(20)를 이동시키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0087] 나사 리셉터클(106)은 또한 장치(20)와 비진공 하우징(120) 사이의 상대 이
동을 제한하는 스토퍼로서 사용될 수있다.
[0088] SEM(10)은 (도시되지 않은) 이미지 프로세서, 메모리 유닛, 및 검출기(6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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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신호를 물체(8)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다른 디지털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미지 프로세싱은 또한 스탠드얼론 또는 원격의 이미지 프
로세서에 의해 구현될 수도 있다.

[0089]

7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코일 및 렌즈(121-124)와 비진공
하우징(120)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0090] 도 7은 또한 비진공 하우징(120)에 의해 형성된 공간(130)을 도시한다.
[0091] 도 10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SEM(10')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0092] SEM(10')은 가스, 화합물, 가스 혼합물, 등을 물체(8)가 놓여진 비진공 환
경에 주입할 수 있는 주입기(210)를 함한다는 점에서 SEM(10)과 상이하다.
주입기(210)에 연결된 점선은 주입기로부터 출력되는 가스 혼합물을 개략적으
로 도시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SEM([0093] 10")의 개략적인 단면이다.
[0094] SEM(10")은 챔버(220), 컨트롤러(224), 및 챔버(220)의 윈도우(222)를 포함
한다는 점에서 SEM(10)과 상이하다.
윈도우(2212)는 전자 빔 및 검출기(60)에 의해 검출되어야 하는 입자에 대하여
투명하거나 반투명하다. 컨트롤러(224)는 챔버(220) 내의 비진공 환경의 적어
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거나, 그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있다.
[0095] 도 12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SEM(10''')의 개략적인 단면이
다.
[0096] 도 12의 SEM(10''')는 열린 끝부 챔버(222')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 11의
SEM(10'')와 상이하다. 열린 끝부 챔버(222') 및 스테이지(101)는 물체가 놓여
지는 닫힌 구획을 형성한다. 열린 끝부 챔버는 컨트롤러(224')에 장착(또는 연
결)될 수 있다.
[0097] 도 13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SEM(10"")의 개략적인 단면이
다.
[0098] 도 13의 SEM(10"")은 윈도우를 가지지 않는 열린 끝부 챔버(222")를 가진
다는 점에서 도 11의 SEM(10")과 상이하다. 열린 끝부 챔버(222")와 비진공
하우징(120)의 하면은 물체가 놓여지는 닫힌 구획을 형성한다. 열린 끝부 챔
버(222")는 컨트롤러(224)에 장착(또는 연결)될 수 있다.
[0099] 챔버는 스테이지(101), 비진공 하우징(120), 및 추가적인 구조적 컴포넌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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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한다. 스테이지(101)의 상면은 챔버의 하
면을 형성할 수 있고, 비진공 하우징(120)의 하면은 챔버의 상면을 형성할 수
있다.

[0100]

챔버는 밀봉되거나, 부분적으로 밀봉되거나 전혀 밀봉되지 않을 수도 있

음을 이해해야 한다.

[0101]

도 8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주사 전자 현미경을 유지보수하

는 방법(300)을 도시한다.

[0102]

방법(300)은 진공 디바이스를 교체함으로써 제1 진공 디바이스를 교체하는

단계(310)에 의해 시작한다.

[0103]

단계(310)는 주사 전자 현미경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제2 진공 디바이스를

해체가능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단계를포함할 수 있다.

[0104]

단계(310)는

SEM의

하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진공 디바이스의 밀봉된 하우징의 제1부분을 삽입함으로써, 비진공 하우징에
제2 진공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105]

단계(310)는 제1 진공 디바이스 및 진공 펌프를 포함하는 교체식 장치를

교체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106]

제2 진공 디바이스 및 제1 진공 디바이스 각각은 밀봉된 하우징, 전자 빔

소스, 전자 광 컴포넌트, 박막, 및 검출기를 포함한다. 박막은 밀봉된 하우징
의 애퍼어처를 밀봉한다. 밀봉된 하우징은 진공이 유지되는 진공 공간을 형
성한다. 전자 빔 소스는 진공 공간 내로 전파하고, 전가 광 컴포넌트와 상호
작용하고, 박막을 통과하는 전자 빔을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0107] 단계(310)에 이어 진공 디바이스의 진공 공간 내에만 진공을 유지하는 단
계(320)가 후속한다. 따라서, 진공은SEM의 다른 부분에서 얻어지거나 유지되
지 않는다.
[0108] 방법(300)은 도 1-5의 진공 디바이스 및 임의의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적
용될 수 있고, 도 6에 도시된 SEM과 같은 SEM을 유지보수하는 단계를 포함
할 수 있다.
[0109] 단계(310)는 (ⅰ) 검출기 케이블, 이미터 케이블, 또는 두 케이블 모두 언
플러깅하는 것과 같이, 밀봉된 하우징의 하나 이상의 커넥터에 연결된 케이
블을 언플러깅하는 것, (ⅱ) 제1 진공 디바이스(또는 교체식 진공 디바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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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식 장치)를 해체하는 것,

(ⅲ) SEM의

하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

트에 해체가능한 방식으로 제2진공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것(이는

SEM의
디바이스(또는

하

나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된 공간으로 진공

교

체하는 진공 디바이스의 밀봉된 하우징의 적어도 제1 부분)를 삽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것; 및

(ⅳ)

(ⅵ)하나

검출기와 이미터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

(ⅴ)

이미터를 켜는

이상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대하여 진공 디바이스를 정렬시키

는 것 중 적어도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0110]

단계(310)는 교체될 진공 디바이스를 교체하기 위해 판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판정은 밝기 및 안정성과같은 이미터 성능의 열화, 막의 오염으로
인한 이미지 품질의 열화, 진공 펌프의 고장, 검출기 성능의 열화 등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0111] 단계(310)에 이어,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단계(330)가 후속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물체를 이미지화하는 [0112] 방법(400)을
도시한다.
[0113] 방법(400)은 초기화 단계(410)에 의해 시작한다. 초기화 단계(410)는 SEM
의 스테이지 상에 물체를 놓는 단계,SEM의 하나 이상의 검출기를 설정하는
단계, SEM의 진공 디바이스를 교체하는 단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114] 단계(410)에 이어, 진공 디바이스의 전자 빔 소스에 의해 전자 빔을 생성
시키고, 전자 빔을 진공 공간을 통과하고, 진공 디바이스의 밀봉된 하우징의
애퍼어처를 향하도록 지향시키는 단계(420)가 후속한다. 이 때, 애퍼어처는 진
공 공간과 물체가 놓여져 있는 비진공 환경 사이의 압력차를 견디는 막에 의
해 밀봉되어 있다. 진공 디바이스는 그 전체가 교체가능하다.

[0115] 단계(420)에 이어, 진공 디바이스의 검출기에 의해 입자를 검출하는 단계
(430)가 후속한다. 검출되는 입자는전자 빔과 물체의 상호작용에 응답하여 생
성된다.
[0116] 단계(430)에 이어, 검출기로부터의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440)가 후속
한다. 검출 신호는 프로세싱된 후,물체의 적어도 일부분의 이미지를 생성시키
는데 기여한다.
[0117] 단계(400)동안 또는 적어도 단계(420, 430, 및 440) 동안, 진공 디바이스의
제1 부분은 주사 전자 현미경의 적어도 하나의 비진공 컴포넌트에 의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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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내에 놓여진다. 진공 디바이스의 제1 부분은 상기 공간에 꼭 맞는
형상이다.

[0118]

방법(400)은 물체가 놓여진 비진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460)를 포

함할 수 있다. 단계(460)는 단계(420및

430)와

병렬로 수행될 수 있으나, 반드

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0119]

단계(460)는 물체가 놓여져 있는 비진공 환경에 가스를 주입하는 단계, 물

체가 놓여져 있는 비진공 환경에 질소를 주입하는 단계, 물체가 놓여져 있는
비진공 환경에
물을 주입하는

He을
단계,

주입하는 단계, 물체가 놓여져 있는 비진공 환경에화학
물체가 이미지화되는 동안 챔버 내의 비진공 환경의 적

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의 단계를 포함할 수
있고, 이때 물체는 이미지화되는 챔버 내에 위치한다. 물체는 단계(420-440)
동안 이미지화된다.

[0120]
[0121]

방법(400)은 도 6의

SEM(10)에 의해 실행될 수
본 발명은 종래의 도구, 방법, 및 컴포넌트를
따라서, 이러한 도구, 컴포넌트, 및

있다.
사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않는다. 앞선 설명에
서, 본 발명의 이해를 위해 다수의 특정한 내용들이 나열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세하게 특정하게 나열된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시될수 있음을 이
해해야 한다.

[0122]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 및 다목적의 몇몇 예가 본 명세서에 도시되고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다른 조합 및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변형 또는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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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전자 분야

□ 인쇄 전자 분야 전자소자 응용의 해외 현황
○ 최근 프린팅 전자 소자 분야에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확인된 회사
및 연구 기관은 약

○

700여

개로, 그림

13에

서 보듯이 여러 응용 분야에 골

고루 분포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화학분야의 산업체들과 프린팅 설비업체들이
활발히 연구개발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유기 전자 소자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신생 기업들을 탄생시키
고 있다.
[그림 3-4]

○ 이와 더불어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독일의 드레스덴, 스위스의 바젤, 핀란

드의 오울루, 스웨덴의 노로코핑/린코핑 등의 지역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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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광전지 분야의 회사로는 잉크젯 프린팅에 의한

G24i와 CIGS을 생산하는 독일의 나노솔라가
오스람, 지멘스, 필립스 등이 대표 회사들이다.

산하는 영국의
에 독일의

DSSC를

생

있고 조명 분야

○ 여기에 미국의 벤처 캐피탈과 정부 그리고 군대로부터의 막대한 자금이 이
분야로 투자되어 시장 확충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 대표적인 유기 태양 전지 회사로서 코나카와 플렉스트로닉스가 활발히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프린팅 전자소자의 가장 큰 응용 분야가 디스플
레이 관련 시장이라는 사실은 아시아의 거대 제조 회사들에게 시장에서의
큰 역할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소니, 도시바, 미쓰비시, 마츠시타, 캐논, 리
코, 아사히, 카세이, 파이오니아, 삼성, 스미토모 등의 회사들이 있다.

○ 한 예로 지난 9월 플라스틱 전자 소자 분야의 선두 기업인 플라스틱 로직은
세계 최초로 상품화 생산 규모의 자동화된 플라스틱 전자 소자 제조 시설
가동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저온 공정의 플라스틱 기판 위에 고해상도의
트랜지스터 제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공정은 기존의 유리 기
판 위의 실리콘 공정보다 단순하고, 유리 기판보다 더 얇고 가볍고 유연한
능동 구동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준다. 첫 번째 생산품은 전자책이다

○ 플라스틱 필름 위에 프린팅 TFTC(Thin Film Transister Circuit)을 구현하는

300여 개의 회사 및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비오, 소니, 마
츠시타, 캐논, 토판 프린팅, 다이니폰 프린팅, 필립스, 플라스틱 로직, 엡손,
제록스, IBM, 폴리IC, 오르가닉ID, 3M 등이 그 대표적인 회사이다.
폴리IC는 3년 간 독일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으로 CMOS와 유사한 유기
전자회로 기술을 완성했다. 이 기술로 간단한 RFID 응용을 구현하는 샘플을
개발 데모하였다. 롤투 롤 공정에 의해 두 개의 다른 유기 트랜지스터
(n-type과 p-type)를 사용하여 오르가닉 링 오실레이터를 제작하였고 이런
연구 성과물은‘MaDrix’라고 하는 차세대 유기 회로의 개발 과제로 이어졌다.
기술은

○

□ Flexible Display 부품/소재 산업
①

DuPont Teijin Films

○ PEN 기판 제조 판매, 유리전이온도는 120도로 낮지만 180도까지 공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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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열팽창계수

- Teonex PEN이란

(20ppm)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음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편광기능 부여를 통해 대부분

의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 Flexible 대부분의 전자종이 개발 업체/연구기관 채택 사용 중
- 투명하여 Color Filter도 제작가능하나, 복굴절이 있어 액정에는

사용하지 못

함

②

Sumitomo Bakelite

○ PES 기판 위에 ITO 투명전극을 형성해서 제작 판매 중
-

내열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투명하고 복굴절이 없어

액정기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열팽창 계수가

55ppm로

Flexible

크기 때문에 양산에

는 적합하지 않음

○ 에폭시 수지와 유리섬유를 함침하여 FRP 복합기판을 제작하고 있음
- Roll

형태로 제작되어 열팽창 계수

10 ppm,

투과율

90%를

확보하였으나, 일

본 연구조합 내에서만 사용되어 타사 입수 불가함

③

Mitsubishi Chemical

○ 박테리아 섬유를 이용한 Bio Nano Fiber 섬유강화 Plastic 개발 중이며, 투명
하고 복굴절이 없어 특성이 우수함

-

원천특허는 일본 교도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열팽창 계수는 일반 창유리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아지나

(10ppm

이하) 아직까지 연구 단계로 샘플 공

급 안함

○ 또한 Colorless PI를 투명전극 없이 기판용으로 판매하고 있음
④

Asahi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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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가 작고 광학 특성이 우수한 실리콘 수지와 경화성 수지와의 혼
합용액을 유리섬유에 함침한 뒤 혼합용액을 경화하여 투명 기판을 제조하는
기술 보유

-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로 높은

⑤

roughness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Nitto Denko

○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감압으로 유리섬유에 함침하여 열경화를 통해 투명
기판을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로 높은

roughness

및 열팽창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

음

⑥

Kaneka

○ 폴리이미드 재질의 고내열성 및 저열팽창 (0.3ppm)의 투명 기판을 Roll type
으로 제품 개발을 하였음

-

두께 방향과의 굴절률이 다른 점이 한계임

⑦

Dainippon Printing Co., Ltd.

○ 기판 위에 무기산화물의 박막을 형성하고 그 위에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와
유기산계 경화제를 포함한 수지를 코팅한 후 경화하여 산소 및 수분의 차단
특성이 우수한

⑧

barrier coat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Fuji Photo Film Co., Ltd.

○ 기판 위에 졸-겔법에 의하여 형성한 무기 코팅 층 또는 졸-겔법에 의하여 형

성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재료를 형성하고 경화하여 산소 및 수분의 차단
특성이 우수한

barrier coat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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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Merck

○

같은 시장독점적인 재료 개발을 위하여 유기 반도체 재료 개발에 막
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음

○ OTFT개발을 위하여 액정연구팀을 개편하였으며, Covion과 Avecia사를 합병
하여 최고의 신규물질 개발역량을 보유함

○ 이외에도 Color EPD용 particle 개발도 진행하고 있음
⑩

Idemitsu Kosan

○ 효율과 수명이 개선된 적색, 청색, 녹색재료 개발하였으며 White 발광재료에
도 개발을 진행 중

⑪

UDC (Universal Display Corporation)

○ 저분자 인광재료에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분자 인광재료 개발 진행
중

- 1000 cd/m2

와

5000 cd/m2에서 CIE

좌표값이 각각

(0.47, 0.45), (0.46, 0.46)

의 값을 나타내는 백색 인광재료 개발

-

EQE가 14%이며, 470nm와 750nm에서 97%의 Emission Power를
수명은 1000 cd/m2에서 약 21,000 시간임

이 재료는
나타내며

⑫

Nissan Chemical

○ ITO 위에 HIL 개념의 Buffer layer로서 ND Series 물질을 Spray Coating 방
식으로 성막하는 독특한 방식의 재료 개발 (구동전압 및 수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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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Ink

○ Micro Capsule
-

이용한 전기영동 방식 전자 종이 재료업체

현재 개발/생산 중인 대부분의 전자종이 제품에 채용
백색도, 대비비가

40%, 10:1

로 높으며,

2004년부터 Sony의

전자책에 채택되

어 신뢰성이 검증된 재료임

○ 2009년말, 대만의 PVI사가 전체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화 하였음
⑭

SiPix

○ E-Ink와 다른 방식으로 Microcup 방식의 전기영동 전자 종이 재료 개발 업
체

- E-Ink 대비 특성은 유사하나, 신뢰성에서 검증이 덜 된 업체
- 주로 전자책 보다는 가격표 등 단순 표시 장치부터 시장 공략

○ 2009년 초, 대만의 AUO사가 30%의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화 하였음
⑮

Eastman Kodak

○ 저분자 OLED를 처음으로 고안하여 PM 및 AMOLED 관련 다수 원천특허
보유

○ Sony, 삼성 등 다수의 패널 업체와 License 체결
○ 최근 낮은 구동전압 (기존대비 2 V 낮음 : 3 ~ 5 V) 및 개선된 효율특성을
갖는 새로운

ETL

물질 개발

○ 2010년 2월, 한국의 LG 그룹이 코닥의 OLED 사업부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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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C (John Rogers

⑯

그룹)

○ 현재까지의 스트레쳐블 기술은 healthcare 혹은 bio application 위주로 연구

UIUC, MC10, Wisconsin 대학, EU의 IMEC, 일본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최근에는 스트레쳐블 일렉트로

개발 되고 있어 미국의
동경대 등에서 핵심

닉스를 디스플레이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어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를

UIUC에서는 elastomer 기판에 transfer printing으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하였고, university of california 에서는 스트레쳐블 OLED를 발표함.
[그림 3-5] 인쇄전자의 활용

○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구성요소 별로 나눠 보면, 스트레쳐블/foldable 기
판, 스트레쳐블

backplane TFT, 스트레쳐블 interconnection, 스트레쳐블
passivation/capping/embedding, 스트레쳐블 emitting/reflecting device 등
으로 나눌 수 있음.

○ 디스플레이에 스트레쳐블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은 기존의 inorganic 소재를
wavy 구조를 적용하는 structural approach와
활용하는 material approach로 나눌 수 있음.

이용하면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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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쳐블 소재

[그림 3-6] 인쇄전자의 활용-UIUC (John Rogers 그룹)

○

UIUC
transfer printing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wavy 구조의
interconnection 혹은 스트레쳐블 TFT를 제작 발표함. Bending/stretching 조
건에서 기계적 변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neutral plane 즉 반도체 층의
상/하부에 동일한 소재와 두께로 stress를 zero화하는 연구도 병행해서 진행
되고 있음.

○ Pre-strain된 PDMS 기판에 금속도체나 TFT를 전사시킨 후 strain을 풀면 아

buckled 구조가 얻어짐. 1축 pre-strain에서는 1-D buckled 주름이
생기고 2축 pre-strain에서는 2-D buckled 주름이 얻어지고 이 주름을 통해
신축성을 향상 시키고 있음.
래와 같은

○

interconnection 연구는 주로 이와 같이 structural
approach를 통해 wavy interconnection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궁극적
으로는 스트레쳐블 가능한 도체 소재인 CNT, graphene, nanowire 등의 복
합체를 이용하면 쉽게 수백 %의 strain을 달성할 수 있음. 이러한 기술은 저
항을 배선 혹은 전극에 맞춰 낮추는 기술이 핵심임. 스트레쳐블
interconnection에서는 stretchability, cycling stability, 그리고 conductivity의
적절한 특성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까지의 스트레쳐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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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plane TFT의

경우는 유기반도체나 용액공정 기반 산화물 반

도체를 인쇄공정으로 제작하는 방법과 기존
를

transfer printing으로

Si

반도체 혹은 산화물 반도체

전사하여 제작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부분의 스트레쳐블 전자 소자는 PDMS나 폴리우레탄 등의 rubber 기판에
제작되고 있으나, 단기 하이브리드 기술로는 플렉서블 기판으로 많이 활용
되는

PI

필름에 천공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일부 개발되고 있음.

○ 미국의 UIUC에서는 스트레쳐블 LED 디스플레이, University of California에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UIUC는 스트레쳐블 TFT와 interconnection
과 논문을 발표하였음.
서는 스트레쳐블

초기 시제품을 발표하였고, 특히
기술에 대해 다수의 지적재산권

[그림 3-7] 인쇄전자의 활용 - John Rogers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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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UC

John Rogers

교수는 뇌에 전류를 주입하여 발작을 진단하고 심지어

치료 이식 회로로 쓰일 치료 이식 회로를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스 기반으
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 기술은 뇌의 비이상적인 신호를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뇌파 활동의 차이를 감지해 낼 수 있음. 이 회로를 피부 표면에
부착하여 근육의 움직임, 심장의 활동 및 뇌파를 감지하는 테스트를 진행하
고 있음. 이 모델은 신체의 전기적 활동뿐만 아니라 기존의 딱딱한 소자를
탐지해 낼 수 도 있음.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스의 단기 상용화 아이템으로
접근하고 있음.

○ John Rogers 교수는 미래의 의료 검진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체 모방형
디바이스인 전자피부(epidermal
블

electronic device로서

electronics)를

보고함. 전자피부는 스트레쳐

기존의 전자기술을 활용한 센서, 전원공급 그리고

통신 구성요소들을 매우 얇은 전극으로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가벼우면서도
쉽게 구부리고 늘릴 수 있는 장점을 지님. 뿐 만 아니라 높은 탄성계수(150

kPa)

및 굽힘 강도(<1

량밀도(<3.8

nNm)와

mg/cm2)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두께(<3

mm),

면적, 질

같은 구조적 특성이 피부와 유사한 특성을 지님.

[그림 3-8] 인쇄전자의 활용 - John Rogers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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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UC

John Rogers 교수는 심장 치료를 위한 bio-integrated electronics를
개발하였음. 동물의 모델을 이용하여, 부정맥의 특정 형태를 감지하고 멈출
수 있게 심장 조직에 전류를 인가하는 'heat sock'를 개발함.
[그림 3-9] 인쇄전자의 활용 - John Rogers 그룹

□ Flexible Display 장비 산업 관련 e-Printing 관련 연구는 미국, 독일, 일본, 핀
란드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

○
○
○

유기전자소자의

R2R

공정기술은 주로 미국 디스플레이 연구조합(USDC)의

지원으로 벤처기업들에 의해 시작

spacer printing,
Sipix사의 전자종이에 사용되는 전기연동 매체의 필름 등을 R2R 공정에 의
해 생산하는 fine-featured thin film device 제작기술, Abbie Gregg사의 R2R
공정기술 consulting이 발표
독일의 Chemnitz 대학의 Institute for Print and Media Technology에서는
mass printing 연속공정에 의하여 유기반도체 소자 및 ring oscillator와 같은
이후

Kodak

사에 의한

LCD용

칼라 필터 및 기판간의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선폭을 갖는 유기전자 논리소자를 프린팅으로 제작하
는 공정연구를 수행,

Man Roland와

같은 인쇄설비 전문업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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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R2R을 이용한 OLED 시제품

○

Chemnitz 대학의 Institute for Print and Media Technology에서는
mass printing 연속공정에 의하여 유기반도체 소자 및 ring oscillator와 같은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선폭을 갖는 유기전자 논리소자를 프린팅으로 제작하
는 공정연구를 수행,

Man Roland와 같은 인쇄설비 전문업체와 협력핀란드
의 국영기술개발센터(VTT)에서는 printable organic transistor, solar cell,
OLED, organic memory, RFID, photonic microsystem, sensor 및 indicator
등의 다양한 소자를 대상으로 R2R printing 기반의 소자 제작 예를 발표하
고 있으며, 관련 manufacturing 공정기술을 개발 중

○

Chemnitz 대학의 Institute for Print and Media Technology에서는
mass printing 연속공정에 의하여 유기반도체 소자 및 ring oscillator와 같은
독일의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선폭을 갖는 유기전자 논리소자를 프린팅으로 제작하
는 공정연구를 수행,
본도 인쇄관련

Man Roland와 같은 인쇄설비 전문업체와 협력현재 일
업체의 70%가 고부가가치의 RFID, flexible display(유연 디스

플레이) 등 전자회로 인쇄 관련 업종으로의 변신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

-

미츠비시(Mitsubishi) 중공업과 미추무라(Mitsumura)사가 전자회로 인쇄용
롤 인쇄

장비개발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소형

LCD용 RGB

matrix 동시 인쇄용 롤 인쇄 장비 개발을 완료한 상태
- LCD 이외 분야로는 일본 OPM, NAKAN 등이 PDP용
터를 개발하여 양산 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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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black

전극 인쇄용 롤 프린

<표 3-4> R2R공정 e-Printing 관련 해외 연구단체

기관

주요 연구 주제

Du Pont

미국

Flexible circuit 시제품 생산

Applied Film

미국

R2R 이용 web coater 연구

Anvik

미국

R2R 이용 photolithography patterning 연구

FlexICs, CA

미국

R2R 이용 poly-Si TFT 연구

GE

미국

R2R 이용 OLED 연구

Merck

미국

TIPS - Pentacence 연구

pm TUC

독일

R2R기술을 이용한 전자회로 인쇄기술 연구

Man Roland

독일

R2R 설비 개발

VTT

핀란드

Mitsubishi

일본

R2R 설비 개발

Tokai Univ.

일본

R2R 이용 전자소자 연구

DNP

일본

R2R 이용 LCD용 film 개발

E Ink

미국

전기영동방식 e-Paper 개발

SiPix

미국

R2R 이용 전기영동디스플레이 개발

Xerox

미국

입자회전식 디스플레이 개발

□ Flexible Display
①

산업 관련

전자회로 및 전자소자 R2R 기술연구

e-Printing

주요 기업 현황

ULVAC

○ 독자적으로 Inkjet 장비 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고분자 OLED 패널 제조기
Display용 Inkjet 장비업체인 미국의 Litrex사와
사이즈가 2400mm×2200mm인 Inkjet 장비 개발 중

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으로 최대 기판

②

○

공동

Center for Advanced Manufacturing (CAMM)
LED lighting, Plastic 광전지, 저가의 RFID Tag, 그리고 가벼운
Electronics와 같은 기술들을 실현하는 Roll-to-roll 공정을 위한 공정용 기계
개발을 위한 Platform 제작 중
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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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ewlett-Packard Laboratories

○ Roll-to-roll

사용하는 중합체에

는 방법으로

Etching하는
④

○

Plasma Deposition과

Thin Film Transistor를 넓게 배열하
Self-aligned Imprint Lithography를

법을 개발 중

EVG
Arizona State University의 Flexible Display Center와
Display 제작에 필요한 기판 탈/부착 장비 개발

공동으로

Flexible

○ Flexible 기판을 일반 TFT 제조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Flexible 기판을
Carrier Glass에

⑤

부착, 공정 완료 후 탈착하는 자동 장비 개발

Azores

○ 열팽창 계수가 큰 Flexible 기판에서 Photolithography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노광장비를 제작 판매

- Arizona
⑥

주립대의

Rochester

Flexible Display Center

및

Plastic Logic

등에서 사용 중

공대(美)

○ 인쇄장비 및 인쇄공정에 대하여 미국대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의 인
쇄 중심대학이며, 이곳에

Xerox를

비롯한 인쇄업체들의 클러스터 형성

○ Rochester 공대는 인쇄된 passive 소자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패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쇄의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

- Bruce Kahn 교수는 플렉소 형식의 Roll to Roll 프린터와 Micro-Pen을 이용
하여 Polyaniline(PET, PEDOT 등) 재질에 Chemical vapor sensor를 패터닝
하고, 생산된 제품의 특성에 관한 발표를 하였음

- 116 -

⑦

Philips

○

프린팅 장비를 이용하여,

Color Filter를

제작하는 연구와

OLED의

제작 및 적용에 대한 기술개발 수행

-

그 외에 유연성 기판위의 프린팅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음

⑧

Xennia Technology(英)

○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이용한 장비 및 제품 생산
-

Colloid를 잉크젯을 이용하여 패터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해 RFID tag와 안테나를 프린팅 공정을 통해 연결하는 기술을 상업

금속의
이를

화하고 있음

⑨

MAN Roland(獨)

○ 세계적인 인쇄 장비 업체 중의 하나로 전통적인 플렉소, 스크린, 그라비아,
오프셋 인쇄 장비를 생산

○ 최근의 PEMS 관련 장비 시장이 주목을 받음과 더불어 자사의 미래형 인쇄
/패키징 개념도를 내놓고, 기능성 잉크를 사용한 RFID, Smart packaging
의 PEMS 소자의 패터닝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 중

⑩

Fraunhofer IZM

등

연구소(獨)

○ Roll to Roll 광조형 생산 장비를 구축하여, PEMS 소자를 개발하는 선두그
룹

- Roll to Roll Lithography 장비, Roll to Roll etch-rinse-cleansing 장비, Roll
to Roll electro plating 장비, Roll to Roll 스크린 프린팅 장비 등을 개발하였
으며, 이들의 중첩인쇄가 가능하도록 정밀 얼라인 장비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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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NOKIA

○ PEMS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가능한 제품군을 전자회로,

디스플레이, 대면적회로 등을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로 분류

○ 다양한 프린팅 공정과 부품모듈의 패키징, 라미네이션 공정 등으로 이루어진
제조 공정 라인 개념을 발표

⑫

Panipol

○ 코팅장비와 그라비아, 플렉소와 같은 Roll to Roll 프린팅 공정을 이용, 능동
소자의 일종인

○

OFET를

프린팅

제품의 특성 및 이를 이용하여 제품의
용한

다.

Conductive Polymer(Polyaniline)
코팅 및 Rollto Roll 및 Ink Jet을 이

그 외에도 자사의 주생산품 중의 하나인

Printed Electronics

Flexible Display

제작 적용 방법을 연구 중

분야

□ Flexible Display 모듈 산업 해외 동향
①

Plastic Logic (英)

○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A4 크기의 전자종이 개발
○ E-Ink사의 전자영동 재료를 이용한 흑백 반사형
○ 독일 드레스덴에 공장 설립하였고, 2008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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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Plastic Logic사의 Flexible Display

②

Polymer Vision (

)

○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5” 크기의 접을 수 있는 전자종이 개발
○ E-Ink사의 전자영동 재료를 이용한 흑백 반사형
○ Telecom Italia와 제휴하여 접이식 단말기 개발
○ 영국에 공장 설립, 2007년 말 양산 착수
[그림 3-12] Polymer Vision사의 Readius 단말기

③

Prime View International (대만)

○ Philips사와 Flexible 기술을 제휴하여 Polyimide 기판을 이용한 Flexible 전
자 종이 개발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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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말 전자종이 기판을 생산하는

E-ink사를

매수

[그림 3-13] PVI사의 Flexible Display

④

Fujitsu (日)

○ Cholesteric 액정을 이용한 RGB 3층 구조 전자종이 개발
○ A5, A4 크기에 XGA 해상도 제품을 시제품으로 판매
[그림 3-14] Fujitsu사의 전자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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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Bridgestone (日)
이용한 전자종이 개발

○ 유리기판을 이용한 전자종이는 전자 게시판 용도로 Hitachi에서 판매
○ Plastic 기판을 이용한 Flexible Display는 시제품 전시 수준
[그림 3-15] Bridegestone사의 전자 종이

⑥

QDvision (美)

○ MIT 전기공학부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로 양자점 형광체기술 다수 확보
○ QD의 LED형광체 적용 기술 및 QD-LED 기술 개발 중
○ 3년 이내에 OLED경쟁 수준에 올라서서 OLED 대체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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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QD

vision

사의

Flexible

Display

⑦

Sciperio (美)

○ MEH-PPV

QD를

이용한 박막EL 디스플레이

(Thin film EL)

○ 형광체와 QD를 이용한 투명 자발광 display
○ 양산 계획은 확인되지 않음
[그림 3-17] Sciperio사의 Flexible Display

- 122 -

개발

(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국가별 산업 육성 지원정책 현황

1.

□ 산업 육성 정책
①

-

양조쌍성(兩兆雙星)*정책

Display 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2년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주도하에 Display산업 육성 중
* 양조쌍성산업이란 반도체, Panel, Digital Contents, BT를 말함
②

대만은 국가차원의 반도체,

평판

Display

- EU의 RoHS1)

산업환경 구축 프로젝트

WEEE2)에 대응하기
Project”를 추진

와

산업 환경 구축

- 19개의

양조쌍성

위하여 대만 경제부는 “평판

Display

관련업체를 선정하여 그린 상품 추진, 온실 가스 감량 및 환경 보호

문제 개선 등을 지도해 향후 산업계가 환경위험도와 생산 원가를 낮추는
데 협조해 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

-

유럽연합 및 일본 국제 환경보호 조약의 시행으로 대만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Project의

Display

산업분야에

일환

□ 산업 육성 지원 체계
○ 대만의 Display 산업 정책은 경제부 (MOEA) 산하의 기술처와 공업국에서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Directive) : 2006년부터 6대 유해물질(Pb,
Cd, Cr+6, Hg, PBB, PBDE )을 함유한 전기 전자 제품은 유럽 내 반입이 금지됨.
2) WEEE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 2006년부터 E U에
수출하는 전제품은 일정수준이상의 재활용율 달성 및 폐제품 회수,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1)

- 123 -

이루어지고

있으며,

National Science Council),

기초

원천기술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C,

인력 양성 사업은 교육부에서

사업 지원을 하

고 있음

-

경제부 내 기술처에서는
형 국가

Project로

「과학

기술 사업

산하의 연구기관의

- ITRI (공업기술연구원),

R&D

(Scientific Project)

」이라는

대

활동 지원

금속 공업 연구 발전

Center

등 재단 법인 연구 조

직은 주로 산업기술의 응용연구를 수행

-

Display

공업국에서는

산업 발전 관련 법적, 제도적 지원을

CIPO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그림 3-18] 대만 Display 산업육성 지원 체계

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정책 현황

산업 육성 관련 국가 프로젝트
경제부 기술처

경제부 공업국

기술개발
경비
경비
경비
경비

공업연구원 ITRI

인력 양성 관련 국가 프로젝트

경비

국가 과학 기술 위

§ TV:경제부 DTV발전
추진 팀(DVO)
§ 장비:정밀 기계 공업
발전 추진 팀(PMID)

기술기획,전략

전국공업발전회의(VI)

중산 기술 연구원
금속 연구 센터

경비

R&D 연맹

경비

§TTLA R&D 연맹
§TDMDA R&D 연맹
§TOSEA R&D 연맹
§CNTBLU R&D 연맹
§백색 LED R&D 연맹

교육부
인력 양성

디스플레이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추진 사무국

경비

산업정책, 발전 추진 사무

CIPO

공동 R&D 프로젝트
경비

산업 연맹
§패널:대만
§부재:대만
§장비:대만
§표준:대만

TFT-LCD 산업 협회(TTLA)
디스플레이재료와 부품산업협회(TDMDA)
광전과반도체공정장비 산업협회(TOSEA)
디스플레이 산업 표준위원회(TD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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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랙시블:플랙시블 전자 산업추진 연맹(FEIA)
§TV:대만 디지털 TV산업 연맹(DTV 대만)
§검측:자동광학검측장비 연맹 (AOIEA)
§광원:대만 선진 광원산업연합회(TALSA)

□

R&D

프로젝트 현황

[그림 3-19] 대만의 차세대 Display 관련 R&D Project 현황

「과학 기술 사업」
(Scientific Project)

수행기간:1998~2003
수행기간:2004~2006
총 사업비:50억NT$ /6년
총 사업비:10.5억NT$ /4년
디스플레이 중점 기술 개발 사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점 기술 개발 사업
FPD Technology Development
New FPD Techn. Development Proj
Project
ect
수행기간:1999~2003
총 사업비:4.3억NT$
고성능 디스플레이 재료/ 플라스틱 기판 재료
연구

수행기간:2006~2009
사업비:1.78억NT$ /1년
디스플레이 중점 기술 개발 4개년 사업
Image Display Tech. Development Project

수행기간:1996~2003
총 사업비:7.6억NT$
Projector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부품/ 3D / IJP공
정 기술 개발

병합

수행기간:2006~2009
사업비:12.5억NT$ /2년
전자/광전 분야 환경 구축 사업 Electronic and
Optoelectronics - Infra. Construction Progr
ams

수행기간:2005~2006
사업비:0.57억NT$ /2년
디스플레이 산업 환경 구
축 사업 FPD Environm
ent Development Proj
ect

2003년 CIPO 설립

관련기구

2006년 DTC 설립

산업 발전
Mile Stone
1992
Unipac
TFT
Picvue
STN
생산개시

1995

1996

PVI

업계

생산개
시

STN

1997

생산개
시

1998

1999

대형
LCD진
입

대형
LCD진
입

대형
LCD진
입

:CPT

:CMO,A
DT,HS
D

:QDI

2000

2001

대형

G5

LTPS
진입:

투자개
시

Toppol
y

2002

2003

2004

2005

대형
LCD
점유율
34%
달성

2006

대형 LCD
점유율 40%
초과

2007

AUO:
QDI인수

AUO 출하량
한국추월
CMO G8
투자개시

<표 3-5> 대만의 차세대 Display 관련 R&D Project 현황

과제명

연구기관 수행 기간

고성능 Display 재료 / Plastic 기판 재료 연구
차세대 Display 중점 기술 개발 사업
New FP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Display 중점 기술 개발 4개년 사업
Image Displa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사업비

ITRI

1999~2003

4.3억NT$

ITRI

2004~2006

10.5억NT$ /4년

ITRI

2006~2009

1.78억 NT$/년

ITRI

2007

0.3억 NT$

ITRI

2006~2010

5~7.5억 NT$/년

Display 산업 발전 추진사업
Color

Imaging

Display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전자/광전 분야 환경 구축 5개년 사업
Electronic

and

Optoelectronics

Area-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grams

□ R&D 프로젝트 추진 방법
○ 대만은 ITRI등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체계가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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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거쳐 확고히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동
이

Display

R&D

체계는 대만

산업 후발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됨

○ 공동 R&D Project는 주로 ITRI 내의 산업 연맹을 통해서 연구수행하고, 개
발결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이전 및 창업 지원을 수행

분야

<표 3-6> 대만의 Display 관련 R&D Project 담당 기관

협회

영문

패널

대만 TFT-LCD 산업 협회

부재

대만 Display 재료와 부품산업협회

TDMDA

장비

대만 광전과 반도체 공정 장비 산업협회

TOSEA

표준

대만 Display 산업 표준위원회

Flexible

Flexible 전자 산업추진 연맹

TTLA

TDSC
FEIA

광원

대만 선진 광원산업연합회

TALSA

검측

자동 광학 검측장비

AOIEA

TV

연맹

대만 디지털 TV산업 연맹

DTV

□ 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센터 현황
①

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 1973년 설립, 인력 약 6,000명
○ 특허 보유수 약 8,294건, 기술 이전 : 100건/년, 회원서비스 : 25,000사/년
○ 주요 연구 분야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lectronic and Optoelectronic
Material, Chemical and Nanotechnologies
Biomedical Technologies
Advanced Manufacturing and Systems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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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TC (Display Technology Center)

○ 2006
○

설립, 인력 약

277명 (‘07년

기준)

2세대 라인 Lab. (370×470 mm2, 20”) 및 파일럿
Room), Setup flexible display on R2R line 보유

라인(3,124

m2 Clean

○ 주요 연구 분야
- S2(Smat & Simplified) TFT-LCD, FlexibleDisplay, Other (Poly, AM-OLED)

○ 연구 수행 체계
- 2006년 3월 ITRI 조직 개편 이후, Display R&D는 DTC (Display
Technology Center)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며, 연구 분야 (차세대 과제, 재료
및 장비 등)에 따라 Center간 협력하여 연구 수행
<표 3-7> DTC 연구분야 및 수행기관

연구분야

수행기관
전자/

Packaging과

LED Backlight

연구소

Substrate/Process/Device
Material등
Process

재료기초

응용

Equipment 장비
응용

기초

AOI Measurement Equipment
특정, 표준사업

특허

관리와

시장

분석

조사

재료/화학

기술

기술

사업

광전

영문명
EOL(Electronics and
Optoelectronics Research Lab.)

MCL,

(Material and Chemical

연구소

Research Lab.)

기계

MSL, (Mechanical and Systems

연구소

Research Lab. ITRI South (IS))

측량센터

CMS(Center for Measurement
Standards )

기술

이전

센터

사업

TTSC

I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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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DTC의 차세대Display 관련 R&D Project 현황

연구 분야

연구 세부 내용
1) Flexible Substrate Process Technology : a-Si TFT, Organic
의

Flexible Substrate

대면적(2세대

이상)

용

Substrate

기술

개발,

측정

TFT

기술과

신

뢰성 평가

Technology

2)

Flexible

Gas

Barrier

Layer

Development

:

대면적(2세대

이상)

용

2

기술 개발과 측정 기술(<10-6g/m /day)
1) Bi-stable Color Cholesteric Liquid CrystalDisplay
2) ElectrowettingDisplay
3) Hybrid Liquid CrystalDisplay Technique
4) Micro-patterning Process
5) Film Morphology & Hetero-layer Interface Modification

Flexible Display

6) Printing Electrode & Circuit

콤포넌트 기술

7) Printable Active/Passive Device Process Technique
8)

cell

and

optical

design

of

fast

response

liquid

crystal

and

wide

view compensation
9) Development of Ink-jet Printing Control Console

Flexible

列

電晶體陣
기술

Flexible Display 시스

10) System Design for Roll-to-Roll

1) Flexible Silicon-based Thin Film Transistor Array Technology
2) Active Matrix Flexible Display by Organic Thin Film Transistor

템

기술

템 路
路設計

1) 시스

電

기술

2) Display구동 기술
3) 패널電

기술

4) Color Image Quality Assessment and Processing Technology

후막

CNT FED Display과
기술

1) Carbon Nanotube Field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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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Technology

□

양성 프로그램

○ 대만은 보통 교육부 (Display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추진 사무국) 주관으로
광역별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자체적으로 학부에

Display

공학부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음

력양

<표 3-9> 대만 Display 인

기관
교육부

과제

2004년

력양

Display인

성 사업

천

성사업

1

만NT$

2005년
3.4

[그림 3-20] 교육부 Display 기술인

천

만NT$

력양

예

산

2006년
4.4

천

만NT$

2007년(E)

천

5

만NT$

무

성사업 추진사

국

교육부 컨설팅 팀
디스플레이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추진 사무국
북북 지역
인재 양성센터

북동 지역
인재 양성센터

타오유엔/ 신죽
지역 인재
양성센터

중부 지역
인재 양성센터

윈난/가의 지역
인재 양성센터

타이난 지역
인재 양성센터

고웅 지역
인재 양성센터

대만 사범 대학

대만 과기 대학

중앙 대학

봉갑 대학

가의 대학

곤산 대학

고웅 사범 대학

대만 과기 대학

대북 과기 대학

청화 대학

동해 대학

운림 과기 대학

남대 과기 대학

새신 대학

연합 대학

대엽 대학

호미 대학

원동 기술 대학

고웅 응용 과기
대학
평동 기술 대학

대북 과기 대학
대만 해양 대학

대만 사범 대학

원지 대학

건국 과기 대학

오붕 과기 대학

남영 기술 대학

중원 대학

장경 대학

동화 대학

청운 과기 대학

대동 대학
대대 운림 분교
호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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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양

<표 3-10> 대학 인

대만대 :화학, 물리, 전기, 동기
교통대 :광전, 부재, 물리, 전자, Display
청화대 :공업 화공, 화학, 광전 부재 전자
성공대 :광전,기전,물리 ,전기
중앙대 :광전, 화학, 기계, 전기
중산대 :광전, 재료, 물리, 전기,기계
북과대 :광전, 재료
대과대 :전자
사범대 :화학, 기전
고사대 :화학
장화대 :광전, 기전
중흥대 :재료, 전기
고웅 응용 기술대 :광전,모듈,화학,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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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현황

운과대 :화공
명신 :광전
만능 :광전
기남 :응화학
연합대 :광전학
장경대 :광전, 전자
남대 :전기, 전자
담강 :화학
대동 :광전
중주 :기계
호미과대 :광전
중화대 :전기
보인 :화학

2.

□ 산업 육성 정책
○ 일본의 Display 산업 육성 정책은 경제산업성이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산업
성은 ‘신사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차세대

Display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주로 기초 부품 및 소재 개발에 힘을 쓰고 있음

○ 현재 경제산업성은 고효율 OLED Device 개발 Project로 ‘대화면 Display 개
발’과

○

‘Flexible Display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 개발기구)
를 통해 R&D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은 산하의 연구기관인

○ 또한, 대학 및 Display 개발 업체 간에 민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으며 산,학,
연이 함께 기초 부품 및 소재 개발을 위하여 공동 연구 개발 형태로

Project

가 진행되어 공동 연구 센터가 운영되기도 함

□ 산업 육성 지원 체계
○ 차세대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함께 High Risk가 작용하므
로 민간 기업이나 대학에서는 혼자서 이러한 차세대 관련 연구개발을 하지
못하므로 정부차원의

- NEDO는

R&D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는

NEDO3)가

필요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기술발굴과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의 신진 연구자나 연구팀의 우수한 연구개발

Thema에

대해 “산

업기술연구조성사업”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3)

NEDO

기술

종합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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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z

Organi ation

; 에너
신

지

산업

○ NEDO

대학 및

Display

개발 업체간에 민간 협력, 산,학,연이 함께 기초

부품 및 소재 개발을 위하여 공동 연구 개발 형태로

R&D

프로젝트 운영

○ Project 기획 시 기술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공동개발을 할 경우 참여
한 연구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기술을 소유하고 정부는 공동연구센터에 개발
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며,

Project

종료 시 연구원들은 회사로 복귀

법

[그림 3-21] NEDO 의 R&D 추진 방

○ NEDO는 최적의 Project 관리를 위하여
- ['Plan'

'Plan-Do-See'

단계] 산업기술정책에 기반한 기초개발

공정하게

Project를

접근법을 이용

Project를

계획하여 신속하고

선정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예산

을 확보

- [‘Do'
속적인

단계]

Project를

R&D를

수행할 그룹을 조직하여 다년간의 계약을 통하여 지

수행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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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

착수한지 3년 이상이 되는 모든

Project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

시하고 조사

○ NEDO의 역할
-

R&D 조직으로써 미래
등 광범위한 R&D 수행
효율적 조정을 통해 산,학,연,관이

산업, 환경, 신에너지, 에너지 절

일본 최대의 핵심
약 기술

- R&D의

R&D를

포함된 다양한

전략적으

로 활용하여 진보기술 연구

-

선구기술개발, 중장기

R&D

적

본

3) 인
4) 자
5) 설

발굴 및 상품개발 지원 등 전문적, 중점

관리

1) 위치: 일
2) 설

R&D Project

립
력약
본
립목

가와사

키

<표 3-11> NEDO의 개요

월

년도: 1980년 10
:

월

1일 (2003년 10

편

1일 통합관리기관으로 개

1,100명

금: 1,437억

엔

하

적: 산업기술을 담당

신진 연구자

나

연구

팀

는 기술발

굴

과 인재의 육성을

테마에

의 우수한 연구개발

6) 지원 연구 분야

생
에너 절약

- 산업 기술 분야 (Nano,

에너

- 신

- 국제협

타
혁

- 기
7) 연

)

지 및

력

지

보

명공학, 전자, 정

력

홍보

본

정부의

"

지,

신 석유대체

사업영

- 1990: 환경기술 R&D

포

사업영

지 개발 및
화

지

위한

- 2003: 통합관리기관으로 조

"
역확
역확
를 함하여

지 기술

포

- 2000: 국제경

복

열

지 등)

지, 지

, 연료전지 등)

등)

- 1988: 산업기술 R&D

- 1993: 신

산업기술연구 조성사업

, 선진국과 국가 공동 Project 등)

에너
를 함하여
를 함하여
에너
에너 절약
쟁력 강 를 민간
직 편

- 1980: 일

“

적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의

통신, 산업, 의료,

태양에너 풍력에너

분야 (

(개도국과의 국제협

분야 (인재육성,

대해

목

R&D

장(NEDO로 기구명
장

포

기업체 지원 시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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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됨

개발을 위해 설

변

경)

역확

사업영

장

”

지원

<표 3-12> NEDO 지원 차세대Display 관련 R&D Project 현황

과제명

수행기

Development of High-Efficiency

(

효율

Organic Devices
성

유기

Project to

Organic EL Light-Emitting
Materials
OLED 개발)

Development Advanced System
Display

Platform Technology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uperflexible Display
Components
(superflexible Display

부품개발)

Energy-Saving Next-Generation
PDP

Project

R&D Project for
Energy-Saving

LCD

Device

Production

Process

High-Strength
Glass

Nanotechnology

Project for

Display

Carbon Nanotube FED Project

□
①

○

사업비(

‘02~’06

Device 개발)

Develop Polymer

(Polymer

간

' '

‘05

: 900

‘06

: 900

' '
' '

'

' '

'
'

‘04

05~ 07

06~ 09

' '

01~ 04

' '

'
'
''

1~ 05

'

‘03~ 05

: 380

05 :

380

06 :

600

06 :

530

)
경량

연구

박

형의

대면적

Device,

A

Flexible

EL

device

: 790
790

04 :

570

향후
를 할될 있 봉
개발

유지

및

고성능

수

를

소비 전

190
210

04 :

800

05 :

800

형

기능

R&D

화기술 연구

시

대한

산

소비 전

고

는

회사

사용

는 기술 개발

립

○ Set/Module 기업인 Sharp, NEC와 부품 기업인 DNP, Toppan Printing, 소
공대학 및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 등 총

○

Display

14개사가

12개사와

토쿄 농

참여

업계에 있어서의 원가경쟁력의 저하 및 해외생산의 가속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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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

위해

하

화 처리

의 FED 개발을 위해 전자 Source

로 Carbon Nanotube

화학 등 전방위에 걸친

도

개발

Inkjet

을

를강

표시재료 기술연구조합)

JSR, Toray, Sumitomo

재료

대비

TRADIM은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가 도쿄 농공대학에 건설 예정인 차세대
Mobile용 표시 재료 공동 연구 시설을 위한 시험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설

재 기업인

순

고

고성능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 센터 현황

TRADIM (차세대 Mobile용

EL

지의

면적의 유리

연구

,

및

위한

Display용

진행

조금 지원

유리기판

고화

기능성

Device

화 기술과 패널

반인

Transistor기술

organic

Circuit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기

소비가

위한

박 를
생 에너 절감
존 에너
하 있
들 박막

TFT

(1/3)

는 방

polymer

위한

위한

유기

저
력
에너 절약
절
다를
보
강
짧은 법간에 최 넓은
질저
력를 하
PDP

국가

05 :

Device

지 기술 개발

구현을

Flexible

a

Display

는

Display

대면적

지

04 :

를

Flexible

using

light-emitting material

술 개발

05 :

내용

기초 기술 개발 및 Prototype 제작

Flexible

‘04

03~ 05

만

: 810

'
'

03~ 05

백 엔

‘04

위해

Plastic

기판 연구 및

Roll-to-roll Process

연구,

OTFT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 2006년 6월부터 4년간 총 사업비는 약 31억엔이 투입되어

2

연구사업」

액정

Display의

「제

(TRADIM-II) Project

○

개시

TFT 기판의 Plastic Film와 기능 Film의 집적화 및
Roll-to-roll 제조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선은 Mobile 기기용의 중소형에서의 실용화를 노리고 있지만 장치와 재료
만 갖추어진다면 대형

CF의

제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3-22] TRADIM이 개발한 Roll-to-roll 기판과 기계

②

ALTEDEC (Advanced LCD Technologies Development Center Co. Ltd；
주식회사 액정 첨단기술 개발 센터)

○ 2001년, Sharp, Toshiba, Matsushita, 일본 전기 주식회사, Hitachi, DN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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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가

「주식회사

액정 첨단기술 개발 센터」(ALTEDEC)를 공동으로

설립

○

ALTEDEC에서는, 일본의 액정 산업의 종합력을 결집한
구축해, 각 기업 단독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차세대 액정
는

「기술

연구 개발 체제를
산업의 기반이 되

플랫폼」을 확립

○ ALTEDEC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개발을 하고 있음
-

선진적 액정

-

액정

③

○

Display를

Display

실현하는 차세대 기술의 연구

재료 및 제조 장치의 연구

Tokyo University, Sharp Laboratories
Nano Electronics 제휴 연구 센터(The Nanoelectronics
Collaborative Research Center; NCRC)와 Sharp가 차세대 기술 Flexible
Electronics의 공동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2005년 도쿄대학 내 Sharp 연구소
설립하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개시
도쿄대학 내의

-

참고로 도쿄대학의

Nano Electronics

제휴 연구 센터는

2002년에

도쿄대학

첨단 과학기술 연구 센터와 기술 연구소와의 공동운영의 설립된 연구 조직
으로 차세대 정보 통신 소자 연구 개발을 목표로 주로 국가

Project를

진행

하는 연구센터

○ 도쿄대학 Sharp 연구실은 도쿄대학의 연구원과 Sharp의 연구, 기술자와 함
께

10여명의

규모로 구성, 연구 기간은

2010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진행

○ 유기 반도체 Device, 분자 Device 기반기술과 관련된 Flexible Electronics에
관한 연구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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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NHK Science & Technical Research Laboratories

NHK
연구소에서는 SHOWA DENKO㈜, Konica Minolta
Technology Center㈜, KYODO PRINTING㈜, 다이닛폰인쇄㈜, Minebea㈜,
일본빅터㈜ 등의 회사가 참여 중이며, 주로 OLED 및 고분자 액정을 이용한
Flexible LCD, OTFT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

○ NHK 방송기술 연구소에서는 향후의 Digital 방송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
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ilm

액정

Display,

동영상 구동 회로로 사용할

○ Flexible OLED Display는 쇼와전공(

昭和電工

)과

Flexible 유기 EL Display와
유기 TFT를 개발 중
교도인쇄(共同印刷),

Pioneer

와 공동으로 개발 중

○

NHK 방송기술 연구소에서는 Plastic Film상에 기존의 형광과는 다른
Mechanism의 인광(燐光)으로 발광하는 유기 EL층을 형성해, 자발광(自發光)
형 Flexible Display를 선보임

○ 이 Display는 Plastic 기판 상에 백색 발광층과 Color Filter를 조합해 Color

화하였으며, 백색 발광층에 새로 개발한 인광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고효율화
를 꾀할 수 있으며, 수분에 의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증기 투과를
방지하는

Barrier

층을 도입해 수명을 개선

○ Film 액정 Display는 교도인쇄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액정

Polymer(합성수지)의 복합막을 Plastic 기판 사이에 끼운 구조의 액정 소
자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비 전력으로 유연성이 뛰어난 Display를 실현하는
과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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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Film

Polymer

재료의 강화 기술과 인쇄법을 개발해,

A4

크기의 대형

액정 시제품을 발표하였는데, 분자 결합 밀도가 향상됨으로써 기판을

밀착시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Polymer의

강도가 더 높아졌고, 덕분에

대형이라고 해도 완곡에 대해 뛰어난 내구성을 갖게 되었음

○ 이 Device의 특징은 간편한 인쇄도포 공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형 면
적을 만들기가 쉽고 고속 응답(1ms 이하)의 강유전성(强誘電性) 액정이기 때
문에 동영상 표시에 적합

⑤

○

The Integrative Industry-Academia Partnership

2002년, 포괄적 산학융합 Aliance (The Integrative Industry-Academia
Partnership)는 일본 “교토대학 국제융합창조센터 IIC (International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 (NTT), Pioneer 주
식회사, Hitachi 제작소, Mitsubishi 화학 및 롬 주식회사와 같은 5개 회사가
설립하였음

○ 차세대 유기계 전자 Device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목
적으로 설립

○ 연구 분야.
-

고기능

Flexible Display의

기반기술 및 개발연구

유기 태양전지 및 고효율 유기 광전 변환 재료의 개발연구
유기계 초대용량
기능성

Nano

Memory Device의

기반기술과 고기능 광학 재료개발

Device 응용
Electronics Device의 개발 분야

복합체 재료의 개발과

상기 이외의 유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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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성과

- 바이오 Nano 섬유 보강 투명 Flexible 기판 재료의 개발
- 색소 증감 이산화 Titanium 태양전지의 패널의 시작
- 유기 박막 태양전지의 개발
- 유기 발광 Transistor 재료, 및 신규 소자 구조의 개발
- Photonic 결정을 이용하는 유기 발광 Device로부터의 빛의 효율의 개선,
- Carbon Nanotube의 선택적 가용화를 이용하는 신규 정제법의 개발
- 신규 3차원 광기록 재료의 개발
- 유기 도전, 기록 재료의 전자 상태에 관한 이론적 연구
3.

미국

□ 산업 육성 정책
○ 미국의 Display 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국방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1993년에 Flat Panel Display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하
여 Flat Panel Display 업체를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USDC
(The U.S. Display Consortium)가 설립되었으며, 미국방부는 USDC 설립에
2천만달러를 지원
-

미국방부는

Flexible Display

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tate University (ASU)
-

2004년 2월, 정부와 학계, 민
Flexible Display Center (FDC) 를 Arizona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단지 내에 설립

FDC에 2004년부터 5년간 4,370만
5,000만 달러를 더 투자

미국방부는
로 5년간

□ 미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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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지원하고

2009년

추가

①

○

FDC (Flexible Display Center)
2004 2월, 미국방부가 Flexible Display 기술개발을 위해 Arizona State
University (ASU) 연구단지 내에 Flexible Display Center (FDC)를 설립하
였으며, FDC는 Flexible Display에 관한 연구 개발을 위해 대학 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 있음

<표 3-13> FDC와 Partnership을

맺 있
고

는 기업 및 학계

기업

학계

DuPont Displays
Kodak
Honeywell
General Dynamics
Raytheon
Universal Display Corporation

Cornell University

Kent Displays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E-Ink

Penn State University

FlexICs

the University of Ari ona Optical Sciences

Three-Five Systems

Center

z

General Atomics
Optiva
ECD
Southwall
AGI

※ 출처 : flexibledisplay.a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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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ASU의 FDC

②

○

FlexTech Alliance(舊 USDC :The U.S.Display Consortium)
1993

미 국무부는

Flat Panel Display가

전쟁의 수행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확신 하에 클린턴 정권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Display

업체의

Network를

확보를 위해

USDC를

Flat Panel

설립

○

USDC는 2009년 산업, 인력을 포함하는
‘FlexTech Alliance'로 조직명칭을 변경

○

FlexTech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National Flat Panel
Display Initiative (NFPDI)에서 정해진 목표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데, National Flat Panel Display Initiative (NFPDI) 하의 다양한 Flat Panel
Display 관련 Project에 대하여서는 5년 동안에 580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
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FlexTech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음

범위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면서

○ FlexTech 자체는 각종 Project에 대한 자금배분을 하는 것이 활동의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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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기술평의회가

Project의 감독은 Member 기업과 국방부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며, 최종적인 정책결정 등은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고 있음

○ FlexTech는 1994년 이후부터 Display Supply Chain R&D 에 관한 100여개
Project에 공공/민간 투자로 총 $220백만불 넘게 투자하였으며, 매년 초,
FlexTech는 투자를 원하는 Display 산업에서 Project 제안서를 받아서 경쟁
입찰을 통해 Project를 선발
의

○

FlexTech의 기술 Program은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이후 미국 육군
연구소 Army Research Laboratory (ARL)로 옮겨졌는데, Army Research
Laboratory (ARL)는 주로 기술적인 Program을 지원하고 있음

○ 매년 Army Research Laboratory (ARL)는 관심 있는 기술적인 Project를 분
배하면서

FlexTech에게

투자를 제공

○ ARL의 목표는 미래의 육군의 전투 필요 요소를 충족시키고 전장 체계의 성

과, 신뢰도, 기능 및 능력을 제한하는 긴요한 기술 장벽을 해결하는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비자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FlexTech와 ARL의 Partnership은 군대와
Display 업계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됨

젝
개발 Partner

<표 3-14> 2010 FlexTech Alliance R&D 프로

과제명

소

트

사업비

High Performance Polymers for OPVs

Solarmer

US$0.450M

Etch Source for R2R Tool

Etched in Time

US$0.324M

Template Filled Ink Jet for Color Filters

Hewlett-Packard

US$0.324M

South
Materials Registery

School

Dakota
of

Mining

US$0.138M

& Technology

Roll to Roll Sputtering Tool

CHA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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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0.25M

③

FPO (The Flexible, Printed & Organic Electronics)

○ USDC

2006년 8월 Flexible Electronics에 관한 National 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Flexible, Printed & Organic Electronics의 세 개의 Workshop을 운
영하면서 회사 및 여러 대학에게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FPO
(The Flexible, Printed & Organic Electronics)라고 함

○ 미국의 National Working Group은 다음과 같은 항목 개발에 힘쓰고 있음
-

Improved Organic Materials Performance
Material Stability and Improvement
Barriers, Sealants, Encapsulation Technology
Patterning Technology

○ Flexible Electronics 와 관련된 회사 및 대학은 다음과 같음
<표 3-15> Corporate Activity in Flexible Electronics

Company

R&D Focus

General Electric

Solid-state lighting, substrates, barrier layers, OLED materials

DuPont

Substrates, organic and CNT TFTs

Kodak

Substrates, R2R processing

3M

Substrates, organic electronics

Vitex, Dow Corning

Barrier coatings

HP

R2R manufacturing and patterning technology

Cabot

Ink jet printable powders

Applied Materials

R2R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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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University Activity in Flexible Electronics

University

W

R&D Focus

agner and Sturm (Princeton)

Flexible / stretchable electronics

Mallarias, Thompson, Ober (Cornell)

Organic, high performance TFTs

Subremanyaan (Berkeley)

Organic circuits

Buvolic (MIT)

Organic semiconductors

Rogers (Illinois)

CNT TFTs and inorganic nano-optics

Jackson (Penn State)

a-Si, organics and roll-to-roll

○ National Working Group

향후 5년간

US$ 2억5천만달러에서 US$ 3억달러

까지 투자를 받을 계획

④

CAMM (The Center for Advanced Microelectronics Manufacturing)

○ USDC는 FPD 이외에도 Binghamton 대학에 Micro 전자공학 제조를 위한 센
CAMM (The Center for Advanced Microelectronics Manufacturing)를
설립하는데 1천만불 이상을 투자
터인

○ CAMM은 2005년에 Binghamton 대학에 세워졌는데, CAMM에서는 주로 의
료 진단용 및 군대용, 가정에 쓰이는 여러
은 수많은 차세대 제품을

Flexible Display와 전기장치와 같
Roll-to-roll (R2R) 공정으로 생산하는 것과 원가

절감하는 공정기술 개발을 연구 중

○ CAMM은 주로 신규 Flexible Electronic 기술 개발 및 Flexible Electronic 생

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기본적인 공정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발전
시키는 것,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해 작은 규모로 생산하여
하는 것이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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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한 뒤 검증

4.

□ 산업 육성 정책
○ 유럽연합 (EU)의 R&D를 담당하는 기구는 유럽연합진행위원회 EC(European
Commission)

내 연구총국(Research

정하고 방향을 잡아 단계적인

DG)인데,

R&D정책을

유럽 각국의

R&D의

줄기를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에서부터 활

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

○ EC의 R&D 대표정책은 Framework Program (FP)으로,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

-

분야는 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공업기술,

Project에 EU 국가는 제한
컨소시엄이나 Funding을 통해 참여할
하며 개발

Biotechnology,

신소재 등 광범위

없이 참여가 가능하고, 비

EU

국가는

수 있음

○ 유럽은 공공부문의 투자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
은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음

□ 유럽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R&D Project
①

○

FlexiDis Project
Flexible Display 연구 개발을 위해 제6차 연구개발 Program
(6th Framework)의 일환으로 유럽의 20개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들이 모여
‘FlexiDis’ Project에 착수하기로 발표
유럽에서는

○ 이 Project는 유럽 연합 Program의 IST (정보 사회 기술) 우선순위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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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ㅇ

FlexiDis Project
Cambridge 대학, 독일의 Stuttgart 대학, Nokia 연구
소, Philips 연구센터, 프랑스의 톰슨사 및 STMicroelectronics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 면에서는, Project 전체의 연구비 2,567만 유로 가운데, 유럽연
합으로부터 3년의 기한에 1,432 만 유로의 조성금이 나옴

○ 이 연구 Project가 목표로 하는 것은, Flexible 및 저전력 E-paper Display로
신문,

E-mail,

지도 등을 휴대용 기기로 볼 수 있게 하며,

Pipe식 Case에

말

아서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개발

○ Project의 초기 연구의 방향은 Plastic 기판위에 a-Si TFT LCD 를 구동시켜
5 inch 이상의 Display를 개발하는
는 OLED 에 의한 방식으로 구현

○

것으로 우선

구현하고, 다음에

Plastic 기판 위에 poly-Si TFT를 제작하여 4 inch
OLED를 이용한 Display 개발도 진행 중

금속 기판이나

E-paper나

E-Paper를

이상의

○ FlexiDis에서는 Flexible 기판의 Transistor에 유기 재료를 사용한 OTFT와 무
TFT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 현재는 OTFT에 대
해서는 진공 증착방식의 OTFT를 연구 중이나, 현실적으로는 용액계 Process
에 의한 OTFT가 대면적, 대량생산에서는 꼭 필요하므로 특히 주력 하고 있
기재료를 사용한 무기

음

○

②

Project의 두 번째 목표는 Video-photograph라 불리며, 종이처럼 얇은
Flexible Display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지화상과 같은 선명한 Full Color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금속이나 Plastic 얇은 막 위에
무기물 박막 Transistor를 제작하여 OLED를 기반으로 적용될 계획
이

PolyAppl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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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PolyApply” Project는

제6차 연구개발

에 투자되는 유기 전자공학에 기초를 두는
을 위한 과정을 연구 개발하는

Program (6th Framework) 하
RFIDs와 같은 분야의 대량 생산

Project

○ PolyApply Project에는 유럽의 Polymer Electronics 업체 뿐 아니라, 전세계
반도체 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

20여

곳의

Partner가

<표 3-17> PolyApply Project

있음

참여

기관

Company

Country

STMicroelectronics S.r.

Italy

VDI/VDE Innovation

Germany

Interuniversitair Micro-Elektronica Centrum

Belgium

Commissariat

France

Z

Germany

z

Fraunhofergesellschaft
eiler

Swit erland

Plastic Logic Limited

United Kingdom

Joanneum Research

Austria

Avecia Limited

United Kingdom

Lego Systems

Denmark

Merck

Germany

EM Microelectronic

Swit erland

z

ä
ä

University of Liverpool

United Kingdom

Technische Universit

t

Germany

Technische Universit

t

Germany

z

z

Hueck

Austria

C 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C ech Republic

Philips Electric

Netherlands

Cybernetix

France

Motorola

Germany

③

PETeC (Plastic Electronics Technology Center)

○ PETeC은 Printing 기반의 Roll-to-Roll 공정 개발을 주도하고자,
에 영국에 설립된 연구소로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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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전공정

2007년 말
Roll-to-Roll에 의한

Flexible Display
④

○

그 외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Project

ROLLED Project: 저가와 저해상도의 OLED Application에
Roll-to-roll 기술 연구 개발을 주로 함

응용 가능한

○ R2R and CONTACT Project: ROLLED과 비슷한 Project이나 주로 Gravure
Printing

방법을 적용하는 기술을 프린팅 산업과

OLED

기술에 적용 개발

중

○

SHIFT Project: Embedded Components를 채용한 Flexible Multilayer
Laminates 관련 연구, 다양한 Application에 적용 가능한 Flexible 전자공학
연구를 주로 하고 있음

럽

<표 3-18> 유

의 Flexible and Organic Electronics 관련 R&D Project

z

Program

Purpose

Funding

Targeted at flexible displays utili ing OLED materials with
inorganic (high performance) transistors and rollable displays
based on pure organic materials. Funds basic materials and
FlexiDis
process research for TFTs, manufacturing research, substrate

€

26M

($33.3M)

development, mechanical properties, printing technologies,
and market research.
Lead by ST Microelectronics, program laying foundation of a

€

24M

PolyApply

scalable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polymer

($30.8M)
electronics
Funding for roll-to-roll and primarily printed (gravure)
R2R and

€

2.7M

electronics, addressing both materials and printing
CONTACT

($3.5M)

technologies.
stretchable / conformable electronics for large area
Stella 13M
applications

€

13M

($16.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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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le Display

산업의 성공 전략

○ Flexible Display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고 산업 발전 주기 및 Display
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우리나라가

TFT LCD를

비롯한

Display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
위 확보가 가능

듈
기술항목

<표 3-19> 모

구분

Si 기반

TFT

Array 기술

Flexible
Display
Module

대면적 OTFT
Array 기술

OTFT Array
Printing 기술

e-Paper Panel
기술

선도기업 국내
수준
Sharp (일)
삼성, LG

삼성, LG

덜란
니

Polymer Vision
(네

드)

Plastic Logic (영)
소

(일)

삼성, LG

Plastic LCD 기술

Sharp (일)
삼성

Plastic OLED

CDT(영)

기술

삼성

어

물
물
어

산화

TFT

레이 기술

산화

HP(영)

Printing

대면적
Nano-Imprinting

Roll-to-Roll
Printing

온 박막
증착
압
상

장비

상

TFT

공정

장비

박막 증착

Roll-to-Roll
장비

심

대학연구중

Spectra(미)

삼성,LG

HP(미)

-

-

삼성 SMD 자체 개선 기술 개발

▽ •선진국원천기술개발단계
국내기술확보필요, 저온공정기술선점필요
•선진국에서 원천기술개발 국내 변경
▽
본에 잉 젯 헤 천 보
잉 젯 템
필
•선진국 및 국내 기술 미완성 상태
ㅇ - 노광기 대체 가능성 높아 국내 개발 필요
- 개발성공시 전공정 장비 시장 주도
•선진국에서 원천기술 개발 중
▽
없음
필
-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필요
•선진국 및 국내 원천기술 미보유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전략기술로
집중개발 필요
•선진국 및 국내에서 원천기술 개발 중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전략기술로
집중개발 필요
•선진국에서 원천기술 개발 중
▽
없음
필
-

-

미국, 일

-

대면적

서

-

국내 개발 활동

크

크

시스

드 원

국내 개발

. 국내

개발

기술

요

요

-

Shibaura(일)

Vitex(

분석

우수, 시장창출능력 필요
ㅇ •국내기술
-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자체 기술 개발
우수, 시장창출능력 필요
△ •국내기술
-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자체 기술 개발
•선진국 원천기술 보유
▽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선진국과 국
제기술 협력을 통해 조기확보 필요
•국내기술
시장창출능력 필요
ㅇ - e-Paper우수,
원천기술 개발 필요
우수, 시장창출능력 필요
ㅇ •국내기술
-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자체 기술 개발
•선진국 및 국내 원천기술 미보유
ㅇ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전략기술로
집중개발 필요
•원천기술 부족, 국내 기술 우수
O

printing기술
Array용 Inkjet

서 선진기업과 비교 분석

-

TFT

레이

Patterning
및 박막형성
공정장비

역에

/장비/부품/소재 등 4개 영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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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필요
-

국내 개발 활동

. 국내

개발

요

유

구분

선도기업 국내
수준

기술항목

Sumitomo
TFT Array용
Plastic 기판

-Bakelite(일),

▽

DuPont-Teijin(미)

투습

고내

부품기술

성

Passivation 기술

e-Paper Film

Vitex(

독

▽

)

▽

e-Ink(미)

BLU

고신뢰성
Passivation 재료

극

소재기술

저저항

재료

Merck(

Merck(

독

▽

독

▽

)

)

Cabot(미)

Sumitomo

핵심

플라스틱

기판

-Bakelite(일),

독

재료

BASF(

나노
극

투

▽
▽

)

소재

명전

printing

Eikos (미국)

기술

물투

산화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선진국과 국
제기술 협력을 통해 조기확보 필요

•선진국에서 원천기술 개발 중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전략기술로
집중개발 필요

•선진국 원천기술 보유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전략기술로
집중개발 필요
- Plastic OLED 및

유기반도체 재료

전

•선진국 원천기술 보유

▽ •선진국 및 국내 기술 미완성 상태

Plastic LCD용

Printing용

분석

극

명전

printing 기술

심

대학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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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LED조명 기술과

연동

•선진국 원천기술 보유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전략기술로
집중개발 필요

•선진국 원천기술 보유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전략기술로
집중개발 필요

•선진국 원천기술 보유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선진국과 국
제기술 협력을 통해 조기확보 필요

•선진국 원천기술 보유

- Flexible Display 핵심기술로, 선진국과 국
제기술 협력을 통해 조기확보 필요

•원천기술 부족, 국내 기술 발전 단계
- 삼성 SAIT 대량화 기술 개발

▽ •선진국원천기술개발단계
- 국내기술확보필요, 저온공정기술선점필요

.

초박형LCD 분야

□ 초박형LCD 내 백라이트산업의 supply chain
○ 도광판은 BLU(Back Light Unit)을 구성하는 부품으로 도광판의 일측에 위치

한 광원의 빛을 균일한 면광원으로 변환하는 구성이며, 전통적으로 도광판

PMMA(Polystyrene-Polymethyl
Methacryl)
또는
MMA(Methylmethacrylate)으로 이루어지며 빛의 약 85%를 투과하는 투명
성, 내후성 및 색 조합이 가능한 강성이 있는 재료로 도광판에 널리 사용되
고 있다. 또한, 넓은 범위의 착색이 가능하고 성형부품으로의 제조가 용이하
여 도광판 이외에도 투명제품의 제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도광판 이외에
도 BLU에는 Diffusion plate, Prism Sheet 등 다양한 부품이 사용되며 BLU
산업의 supply chain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의

재질은

[그림 3-24]. BLU 산업의 supply chain

○ 도광판은 제조 방법 상 압출타입과 다이케스팅 타입 두종류로 나뉘며, 압출
타입은

MMAFMF

중합하여

PMMA를

제좌고 압출방식으로 도광판 시트를

제조한 후 가공하는 단계를 거쳐 제조되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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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은

아래 그림

16과

[그림 3-25].

○

도광판은

압 타입
출

MMA로

직접

도광판 supply chain

LGP

시트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압출 도

광판에 비해 제조기술이 어렵지만 열적 안정성과 투과율이 압출타입 도광판
에 비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제조

가능 기업이 없어 수급이 안정적이 못한

다이

케스팅 타입 도광판의

supply chain이다.

[그림 3-26].

○

Mitsubishi Rayon 이외에
특징이 있다. 아래 그림 16은

다 케
이

스팅

타입

도광판 supply chain

slim화 경향에 따라 도광판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특히
Apple에서 iPAD 1세대 출시를 시작으로 삼성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 등
table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얇은 도광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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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도광판 스펙 정보

○ 아래 표 3은 시판 중인 노트북의 일부와 tablet모델의 도광판 스펙을 정리한
tablet
추세이다.

것으로서 노트북과
아지고 있는

<표 3-16>.

모두

0.6t정도의

노 북
트

두게를 가지고 있지만 점점 더 얇

PC 및 tablet 도광판 spec.

○ 도광판의 두께가 점점 얇아짐에 따라 도광판의 강성이 매우 중요한 issue로
부각되면서 종래
대한

needs가

PMMA

재질의 도광판을 대체할 수 있는 도광판 재질에

MS(Methastyrene)
급증하고 있다.

증가하면서

판으로 채용하는 것이

또는

PC(polycarbonate)를

도광

○ PMMA는 투과성은 좋지만 열과 수분에 취약하고 내구성이 약한 단점이 있
고, 도광판의 두께가 초박형

trend를

보임에 따라 열과 수분에 강한

도광판으로 채용하는 제품이 급증하고 있으나

MS는 PMMA보다

MS를

광특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제조업체가 일본의 신닛텟츠스미킨
을 비롯하여 소수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Apple의 차세대 제품 스펙
○ 이러한 상황에서 Apple에서 iPAD, iWATCH의 후속으로 2014년말 개발하
2015년 출시예정이다. iTV는 50“에 이르는 대화면으로 BLU는 MS 재질
의 1t 도광판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BLU공급처는 대만의
Radiant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그림 18은 iTV의 예상 디자인
그림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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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iTV

○ MS

상 디자인

도광판은 강도가 높고 제조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며 인쇄방식, 사

출방식 등 종래

50“에

예

TV용

도광판에 사용되는 도광판 가공기술의 적용이 어렵고,

이르는 대면적임에도 두께가

1t에

불과하여 초미세 도트가공이 필수

적이므로 레이저를 이용한 가공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또한, 노트북 PC 및 tablet에서는 BLU의 두께를 얇게 함에 따라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PC

재질의 도광판을 채용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데

재질에 레이저를 이용한 가공방식은

PC

제조 시 사용되는 벤젠의 영향으로

레이저 가공 후 노란색이 두드러지는 황변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

PC

PC

재질

도광판의 제조방법 및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노트북PC업체의 경량․박형화 요구에 의해
으로 휨이 적다,
동성,

④고기계적

②비중이

LCD의 BL로써 14.1인치
량화를 실현했다.

20%경량, ③고내열, 고성형유
시크로오레핀계 수지 ‘ZEONOR'가 노트북PC용
15.0인치 도광판에 채용되어 각각 20g, 27g의 경

아크릴수지에 비해

강도, 의
및

①저흡습성

○ 위와 같은 도광판의 광학재료 특성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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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도광판용

각

종 광학수지의

물

질

리적 성

항목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ARTON

ZEONOR

비중

1.19

1.19

1.08

1.01

포화흡수율(%)

2.0

0.4

0.4

＜0.01

굴절율

1.49

1.58

1.51

1.525

전(全)광선투과율(%)

93

90

92

92

글라스전이온도(℃)

93

150

121/135

105/136/163

구부림강도(kg/㎠)

1100

1000

700/1200

960

연필경도

3H

B

2H

2H

○

,
5와

일본의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사용되는 평면광원에 대해 아래 표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8>

휴

대전화

에채

용된 LCD와 평면광원

기종

F503i

P503i

N503i

SO503i

D503i

업체

후지츠

마쓰시타통신공업

NEC

소니

미츠비시전기

LCD

반사형LCD

반투과STN

반투과TFD

투과형TFT

반투과TFD

평면광원방식

FL

BL

BL

BL

BL

사이즈(in)

2.2

1.85

2.0

2.1

1.85

색

256

256

4096

65536

4096

LED

2등

3등

3등

3등

4등

도광판

프리즘

마이크로렌즈

프리즘

광산란체

마이크로렌즈

부재

렌즈시트

무

BEF 2장

BEF 2장

양면 프리즘

BEF 2장

구성

편광필름

무

무

무

D-BEF

무

반사시트

은

은

백색PET

은

은

기타

라이트가이드파이프

확산시트

확산시트

-

확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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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의료기기 전시회 정보

□ Medica 전시회의 전반적인 느낌
○ 의료산업은 전자기기 기반의 의료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 거즈, 침
대, 수납장 등부터 우주에서 사용되는 신호 모니터까지 다양

○

국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소모품 등 환자에게 매일 제공되는 기초적인
물품부터 국내에서 소모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함

○ 소형화 경량화가 추세로 보여짐. 이에 따라 기능도 단순화하게 제작 되며 특
히 모바일,

IT

융합 제품들이 대다수 역시나

IT기술이

트렌드를 주도, 초음

파는 전쟁이라고 볼 정도로 많은 업체가 뛰어들어서 경쟁 중

○ 다국적기업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규모.브랜드.인지도. 투자
규모 모든 면을 앞서 있음,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도 해당하는 경우로 우리
나라의 경우 그룹을 만들어 단일화된 마케팅과 판촉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극복 가능함. 제품개발 범위는 소모품부터 가구,고급전자의료기기 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함

□ 전시관별 정리
○ 8b 관 - 최 첨단관
-

메트로닉스 소재 및 부품 중심의 전시장, 일회용 소모품 등도 많이 눈에 띔

○ 8a 관 – 최 첨단관
-

역시 소재 중심(제조업)임. 패키징, 씰링, 튜브,

Fluid

커넥터, 니들, 티타늄

튜브 등 그 종류가 다양함 소재쪽에는 메티폼 같은 기능성 밴드도 있었음

-

그 외 튜브들과 관련되어 마이크로펌프나 튜브안의 에어버블을 측정하는
에어버블디텍터가 있음

-

인상적인 것은 뇌파를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재활보조에 활용하는 업체가
있었음

○ 1, 2관 –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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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당계, 혈액분석기 중심, 소형화 경량화가 추세로 보여짐. 이에
따라 기능도 단순화하게 제작 됨. 특히 모바일,

-

IT

융합 제품들이 대다수

혈당측정기 이외에는 약물검사기, 암진단기 등이 있음
중국의

Mindray는

네 개의 부스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남

○ 3, 4관
-

재활기기와 측정기기가 주를 이루고 있음.

○ 5관
-

재활보조를 위한 의료기기 및 운동기구 들이 중심, 안마의자 등도 보임

-

중국의

○ 9, 10관

Mindray의

발전이 두드러짐. 이런 속도로 발전한다면 기존 의료 선

진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들 경쟁이 어려울 듯

-

마취기, 인공호흡기(Ventilator), 생체모니터초음파, 제세동기(AED), 엑스레
이, 휴대용 마취심도 및

-

ECG

등 다양한 제품들이 보임

특히 초음파는 전쟁이라고 볼 정도로 많은 업체가 뛰어들어서 경쟁 중
쉴러, 도시바 등의 업체는

Patient Monitoring을

기본으로 다양한 진단기기

를 전시함

- Patient Monitoring은

다양한 업체가 있으며 너도 나도 달려드는 편임. 생각

Wireless와 Smart Phone과 연동
된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이 주가 되는 분위기, 제세동기, 수술, 산모의 상태
진단, Patient Monitoring 등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Total Solution 형태로
보다 중저가 제품군이 상당히 많음 역시나

진화되어 가는 중

-

역시나

IT기술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음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외국 업체들도 중소업체는 우리나라처럼 영세하다는
점, 반대로 대기업의 경우는 삼성은 상대도 안될 정도로 큰 기업도 존재함

○ 13관
-

전반적으로 병원의 기초적인
인상적인 것으로

Cable Free

Item

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환경의 구축이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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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로

보임 수술환

Cable Free 뿐 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입원시설, 활동 공간 내에서
Cable Free 환경을 추구하고 있음
- 환자용침대, 수술대, 침실디자인, 수납장, 보철, 지지대, 수술도구, 각종 마운
트 등이 전시

- 인상깊었던 회사로 Contec이 있었음
* Contec : 중국 회사로 규모 1500명정도되는
전반적인 품목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그 역사가 길며 자부심도 대단함. 현재

회사,

OEM에서 출발한 회사로
능력을 가지고 있음. Mindray 보다
Mindray 처럼 고부가가치의 상품군

으로 전환을 하고 있음

○ 12관
-

각종 소독기구 및 저장과 관련된
역시나 이곳도

IT화

Item이

선보임

되어가고 있음 냉장고와

DB 화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고 있음
*Maouet : 130년 전통을 강조, 의사들을

IT를

융합하여 저장과 관련된

통한 마케팅(역발상),

3D

내시경을

제작하여 시현함

○ 11관
-

다양한 제품들이 보임
신선한 점은

12관도

마찬가지 이나 유아용 전용 제품들이 많이 눈에 띔(국

내와는 차이점으로 보임)

-

다국적기업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규모.브랜드. 인지도. 투
자규모 모든 면을 앞서 있음,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도 해당하는 경우로 우
리나라의 경우 그룹을 만들어 단일화된 마케팅과 판촉을 하는 방법을 취해
야 극복 가능함. 제품개발 범위는 소모품부터 가구, 고급전자의료기기 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함

-

아직까지 재택진료 토탈솔루션 기술은 있으나 비즈니스 모델을 못 찾고 있
는 점을 느낄 수 있었음

-

일본이

3D

내시경을 개발하여

CE

인증 중이며 제품영상이 보여지고 있었

으나 촬영을 금지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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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회용 붕대, 면봉, 약품박스, 압박붕대, 메디폼, 마스크, 주사기, 튜브, 치아
교정보철 등이 주로 전시됨

-

한국업체 들이 몇몇 보이며 복강경 수술 지지대가 눈에 들어옴
한국뿐만 아니라 몇몇 외국 기업도 복강경 수술 지지대를 팔고 있음. 가격
은

25만원정도이며

전세계 매출은 1초 3천만원 정도 됨.

○ 6관
-

중국 업체가 대부분이며 아무래도 튜브, 주사기, 장갑 등의 물품 들이 대부
분

○ 17관
-

국가전시관
프랑스

:

:

대기업 중심의 전시관이 아님

전등, 의자, 피부미용, 폐기물처리기, 수납장, 혈압계, 인젝터, 용기

등

-

오스트리아
할 필요가

-

러시아
브라질

:

전시단일화, 포스터 통일 인상적, 우리나라도 저런식으로 전시
있을 듯, 램프, 안과 수납기구, 모션캡쳐 분석

: DNA 전자장비등
: 기본적인 전자장비를

포함하여 일회용까지 브라질 의료산업규모가

커서 놀람

-

: 수술용 침대, 의자, 소형 전자장비(계측기 등)
타이완 : 아기용품, 소형측정기기, 운동기구, 일회용 마스크, 가위, 저울, 가
위, 전자장비, 칫솔, 수술대, 케이블 소모품, 침대 꽤 많은 것 구현
- 파키스탄 : 수술도구만 있음
- 중국 : 엄청 다양함, MRI, 마취기, 수술도고, 침대, 내시경, 유아용 인텐시브
케어, X-ray
벨기에

○ 16관
-

국가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칸막이전시된 국가관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함께 마케팅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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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등을 통역관도 함께 배치하여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모품과 장비산업을 함께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 하다.
우리나라

:

우리나라 국가관 규모는 중국보다 크다. 품종도 다양하고 업체

들도 생각보다 많이 옴

-

에코트론(디지털 엑스레이), 참케어(페이션트 모니터링), 제이더블유메디컬

(수술관련
-

기자재) 등

재활 쪽이나 피부치료(레이져 등을 활용)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고 물론

Portable X-ray 들은
- 미국 : 특별한 제품

당연히 많음
들이 눈에 들어 오지는 않음. 미국 중소의료업체는 정

말 국내 중소의료업체보다도 힘들어 보이기 까지 했음. 아이디어만 가지고
참여한 업체들도 보임

-

전반적으로 한국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확 제시하는 편임에 반해 미국
전시관은 사진자료나 대화를 통해서 많이 내용 전달이 되는 느낌

-

:

일본

Scope
듯.

로봇보조기가 눈에 띤다. 전자장비가 없는 게 신기,

수술도구 등 전시관에서만 판단되는 의료산업은 우리나라가 더 큰

○ 15관
-

말레이시아
터키

(주요

:

Multi View

:

소모품, 보철수술도구

소모품부터 전자장비까지 다양하게 구비

기술 및 시장 동향)

□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IT기술이 접목되면서 모든 의료 분야의 제
품들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소형화, 모바일화, 융합화 되고 있는 추세

○ 앞선 IT기술을 접목해 의사들이 보다 쉽고 정확한 진단으로 더 많은 환자
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

○ 진단용 영상장비들은 기기 '소형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동성이 강화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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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의료기기를 개발

소형 초음파 진단기기, 소형 디지털 엑스레이 등은 병원 내에서는 카트에 싣
고, 외부에서는 랩탑처럼 손으로 들거나 여행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동성이 뛰어남

[표 3-28].

융복

합의료기기

□ 의료기기산업도 융 복합화 추세에 따라 IT와 접목된 제품들과 함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U-health

및 재활과 관련된 첨단 의료기기가 많이 출시

○ 선진국이 선점한 의료기기시장 공략을 위해 휴대용 진단의료기기, 캡슐 형
내시경, 레이저 수술기,

PACS

등

IT융합

첨단제품 출시로 틈새시장이 부각

되고 있는 추세

-

국내 의료기기업체인 메타바이오메드는 일회용 초소형 내시경인‘아이-돌핀

(i-DOLPHIN)’을 출시
- i-DOLPHIN은 1㎜ 카메라

센서가 장착된 최소형 카메라를 사용한 초소형

내시경 제품으로 시술할 때마다 내시경 카메라를 멸균하지 않고 일회용으
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고, 고혈압, 당뇨, 고령자 등 내시경 시
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활용

-

내시경 화면은 실시간 엑스레이(X-ray) 영상과 함께 직접 볼 수 있고, 저가

인 동시에 일회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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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로 유명한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MINDRAY

등 중국의료기기업

체의 부상

○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혈액, 혈관 등 각종 진단기기. 초음파, 엑스레이 등

영상장치 및 마취기, 제세동기, 휴대용 마취심도 측정기 등 다양한 의료기
기 출품 전시

-

민드레이(Mindray)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

-

특히 환자모니터링 기기 분야의 경우

GE,

필립스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
-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SERI)로부터 ‘주목해야 할 메디컬 글로벌 컴퍼니’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같은 해 초음파영상진단 기기부문의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
[표 3-29]. 영상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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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장비 시장의 성장

○ 2013년 현재 전세계 복강경 관련 제품 시장은 7조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10
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

-

특히 기존

2D

복강경에서

3D

복강경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3D

복강경 교체수요 예상

-

이

-

2천억이 넘는
2013년 국내 유통

국내 복강경 수술 관찰 장비 시장은 연간

3D

복강경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로봇 없이

3D

수준 국내는 셈텍
중임

영상을 보고 터치 감을 느끼며 수술을 해야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 가능

□ 의료 시장의 어플리케이션 확대 추세
○ 환자용 침대, 병원 벽지 색상 및 디자인, 식판 자동 로봇, 보호자용 의자 등
병원을 사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시장 존재

○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약국에서 사용 가능 한 약 포장 기기
○ 의료 서비스에 소외된 , 이동식 군인 병원, 엠블런스에 탑재되는 기기, 원
人

격 화상 의료 서비스 등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뿐 아니라, 병원이 찾아가
는 서비스에 활용되는 모든 시장을 의료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세계 의료기기 시장 예측
[자료 출처] 글로벌인포메이션 - 세계의 의료기기 시장 예측(World Medical
Market Forecasts to 2017
○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2012년 3,077억 달러에 이를 전망. 의료기기 시장은
수년간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2008-2009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시장 또한 침체 경향을 보였고, 특히 미국, 유럽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음
○ 2010-2011년 세계 대부분 시장은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 권 시장
은 아직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
○ 2007-2011년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은 2009년과 2010년의 시장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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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에 그쳤지만, 2011년에
규모가 4,344억 달러 예측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 유럽

인해
시장

○ 특히

회복세를 보임,

2017년

세계 의료기기

및 동유럽 등 개발도상지역 시장의 성

장이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표 3-30]. 의료기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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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사업 목표 달성도 및 국내 파급효과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형 해외 중소

R&D

전문기업 및

학연이 에지기술로 접근하는 영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국내 산업 및 연구에
활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목표 달성

○ 우리나라는 삼성 등 대기업 위주로 세계적 디스플레이 제조업을 구축하였으
나 장비, 소재 등 핵심 요소기술의 경쟁력은 취약하여 일자리 중심의 특화
된

R&D전문

강소형 중소기업 발굴이 절실

□ 이스라엘, 싱가폴 등 대기업 생산기지가 없는 국가는 특화된 R&D전문 강소
형 중소기업을 통한 고부가 요소기술에, 미국, 유럽 등은 생산기지는 중국 등
에 두고 고부가 강점 기술에 중점

○ 유기물 공정에 따라 대기압 유기 검사가 필요하고 전자 인쇄 등이 공정을
위한 핵심기술로 떠오르며, 중간단계로 초박형

□

LCD공정기술이

필요

유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로 많은 유수의 검사장비기업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B-nano社에서 air-SEM개발

○ 대기압 상태에서도 SEM 이미지를 약 10만배까지 볼 수 있는 기기로 현재
저수율로 고생 중인

-

□

AMOLED

및 플렉서블 공정에 필수적

나아가, 바이오 검사 장비 등으로 활용 가능

전자인쇄 공정은 저온에서 증착이 가능하여, 플렉서블 공정뿐 아니라, 소량
다품종 산업에 적합

○ 미국의 UIUC에서 200nm 선폭의 공정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여 아직 대량

공정에서는 공정 시간의 장기화로 쓰기어렵지만, 배선 수리 등에 단기적으
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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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어러블 디바이스,

3D프린팅

등 소량 다품종 공정에 사용을 모색

중이며, 접거나 펼칠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활용 가능

□ 초박형LCD 동향은 해외 경쟁사인 Apple의 동향 확보로, 이에 필요한 적합
공정기술을 확보

○ 레이저를 이용한 LGP가공기술은 초박형LCD을 위한 bottle-neck기술로 iTV
등 애플의 주력상품에 꼭 필요한 무기화 기술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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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사업결과의 활용

□

정보를 활용한 실적(성과) 및 활용실태

○ 유기검사 분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in-line측정 대응 기술에 대해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자와 정보 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 창출

○ 인쇄전자 분야에서는 Foldable Display가 현재 정부 R&D로 기획 중이며, S
社도

개발

Road map에

포함되어 국익 창출

○ 초박형 LCD 가공 기술 분야는 중소기업인 B
제안,

apple과

社와

정보 교류로 중기청 과제

접촉을 원하는 기업 및 국내 경쟁사에 정보 제공으로 국익 창

출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하던 대규모 성과 중심의 R&D전략에서
벗어나 창조경제형

*

R&D*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일자리 창출형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규모보다 부가가치를 고려한
공백, 에지기술 및 소량 다품종 기술 등

□ 향후 기대 효과(수집된 정보의 향후 활용 기대 효과)
○ 유기검사 분야 획득 정보의 특허 회피 등을 통해 Bio 등으로의 활용을 위한
thin membrane, low-electron beam

등 기술 선점을 위한 기획방향 확보

○ 인쇄전자분야는 아래와 같은 기획 방향 도출
-

단기적으로

AMOLED,

TSP 배선 복원
다품종)을 살린 맞춤형 wearable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장기적으로는 인쇄전자 기술의 강점(소량

device, 3D printing, Bio

적용 등이 가능

○ 초박형 LCD 가공 기술 분야에 도출된
- 167 -

LGP가공을

위한

Laser기술은

향후,

fs-Laser

등과 융합할 경우,

Flexible기판의

선택 가공 가능

○ 해외동향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창출형 R&D 및 산업을 위해 고
부가 소량 다품종 산업에 많은 추가조사가 절실

-

현재

3D프린팅과

같은 산업 혁신을 이룰 기기의 보편화는 개인 맞춤형 트렌

드를 주도할 예정으로 이러한 트렌드와 관련된 해외주요국가의 강점을 조사
분석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만이 진입
가능한 대량 소품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스마트폰 등의 위축 시 국가 위기
초래 가능성

-

반도체의 경우도 메모리 위주의 성장이며, 고부가 비메모리 영역(소량 다품
종)에서는 약세가 지속

○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NASA 등의 혁신기술을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확산하
여

High Power Device,

맞춤형 센서, 로직

Device

등 비메모리 분야 고부가

기술을 산업화

-

이러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창조경제형 강소 기술의 발굴을 위해 해외 동향
의 추가 조사가 더욱 절실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