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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전사를 위한 폴리머 스탬프의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

Atmospheric Pressure Plasma Surface Treatment on the Polymer Stamp

for Selective Transf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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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고성능이며 유연하고 투명한 전자 기기의 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되고 있다. 유연 전자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전자소자를 스탬프를 이용해 모재에서 유연한 기판으로 옮겨 붙

이는 전사공정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전사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스탬프 표면의 점착력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

해 다양한 표면 패터닝 및 표면처리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는 공정 과정이 단순하여 대면적 연

속적 전사 장비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표면처리 공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 처리된 스탬프의 점착특성

을 조사하고, 표면 처리된 스탬프를 이용하여 전자소자의 전사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플라즈마 처리되지 않

은 스탬프 표면은 높은 접착력을 가지며, 이를 이용하여 전자소자를 모재에서 떼어낼 수 있었다. 반면에 스탬프에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하면 실리카 재질의 경화층이 형성되며 이 층에 의해 점착력이 감소하여 전자소자를 모재에서 떼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스탬프에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스탬프와 전자소자 사이의 점착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선택적 전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휘거나 굽힐 수 있는 유연 전자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1]. 고성능의 전자 소자를 유연기판 위에 옮겨 붙이기 위해서 전사공정이 필요하며 이때 폴리머 스탬프가 주로 사용된다. 

전사공정은 두 계면 사이의 점착력 차이에 의해 전자 소자가 스탬프 또는 유연기판에 옮겨 붙는 것을 말하며 공정 조건을 

변화시켜 점착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2, 3]. 전자소자를 선택적으로 전사하기 위해서 돌출된 패턴 스탬프가 필요하며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스탬프의 점착력을 제어하기 위해 UV(Ultra violet) 및 UV/Ozone, 플

라즈마 표면처리 등의 표면처리 방법이 있다. 이 중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는 표면 처리 과정이 간단하며 연속적 전사 

장비에 응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이용하여 표면 처리된 스탬프의 점착특성

을 조사하고, 전자소자가 스탬프로 전사되는지 확인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스탬프의 점착력을 제어하기 위해 스탬프의 표면에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하였고, 헬륨 가스를 사용

하였다. 점착실험에 사용되는 융융 실리카 (fused silica) 렌즈는 과산화수소와 황산을 1:2의 비율로 섞은 피라냐 (Piranha) 

용액에 10분간 담궈 렌즈의 표면을 세척하였다. 플라즈마 처리 후에 스탬프의 표면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증류

된 물을 사용하여 접촉각을 비교하였다. 접촉각 측정 시 사용한 물방울의 양은 3μl이며 샘플의 여러 부분에 각각 3번 이

상 물방울을 떨어뜨려 측정하였다. 그 후 표면 처리된 스탬프의 점착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점착 실험 장비를 사

용하여 스탬프의 점착력을 측정하였다. 샘플 홀더는 실험장비 내부에 있는 로드셀에 체결되어있고, 스탬프는 샘플 홀더에 

고정시켰다. 용융 실리카 렌즈 (R=25.8 mm)는 실험장비 위쪽에 있는 지그에 고정시켰다. 점착력은 렌즈와 샘플이 접촉했다

가 떨어질 때의 최대값을 측정하였다. GaN 조각 전사실험에 사용된 GaN의 사이즈는 100 μm ×100 μm 이고 높이는 7 
μm이다. GaN 조각을 스탬프로 떼어내기 전에 GaN를 성장시킨 기판의 밑면에서 GaN 조각 방향으로 레이저 처리를 하여 

lift-off 시킨 후 전사실험을 하였다. 그 후 스탬프를 GaN 조각 표면에 붙였다가 떼어 내어 스탬프의 표면에 GaN 조각의 

탈착 유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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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d Gas Helium

Gas Flow Rate [l/min] 9

Applied Voltage [kV] 2, 2.5, 3

Cycle of Treatment 5

Frequency [kHz] 80

Feed Rate [m/min] 1

Duty Cycle [%] 30

 

3. 결론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전 스탬프의 접촉각은 소수성 표면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플라즈마 처리한 스탬프는 플라즈마 
처리 전압에 관계없이 접촉각이 20도 이하로 작아져 친수성 표면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탬프의 점착 실험 결과, 
플라즈마 처리 전 스탬프의 점착력은 69 mN으로 측정되었으나 플라즈마 처리한 스탬프는 처리전압이 증가함과 관계없이 
점착력이 대략 20 mN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1). 표면 처리된 스탬프의 점착력이 감소한 이유는 플라즈마 표면처리
를 하면 스탬프의 표면에 얇은 실리카(SiO2)과 같은 계열의 경화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사공정에 응용하기 위한 
GaN 샘플 전사 실험에서는 플라즈마 처리 전 스탬프는 레이저 박리된 GaN 전자소자를 단단한 기판에서 모두 떼어내었으
나, 플라즈마 처리된 스탬프는 낮은 점착력으로 레이저 박리된 GaN를 기판에서 떼어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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