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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선형 이온빔 적용 플라즈마 표면처리 기술 및 코팅 공정을 통해서 고경도 투명 박막 형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플라
즈마 전처리를 통해서 박막과 기판 사이의 밀착력을 향상시키고, advanced linear PECVD와 advaced plasma source를 적용
하여 SiOxNy계의 박막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투과도 92 % 이상, 표면 경도 6.3~6.9 GPa 이상의 고경도 투명 박막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 공정을 바탕으로 고경도의 투명 보호 필름 및 투명 디스플레이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 기기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터치하거나 휴대하게 되면서 투과도 높은 고경도 소
재 및 코팅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LCD에 적용되고 있는 고경도 코팅 기술은
습식 코팅 및 chemical vapor deposition(CVD) 공정 등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박막을 형성했을 때에는
기재와의 밀착력이 좋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anode layer linear ion source(LIS)를 적용하여 박막과 glass 및 si-wafer,
polymer 등 기재와의 밀착력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 표면처리 기술 및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PECVD)
공정 연구를 통해서 고경도의 투명 박막 형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고경도 코팅 소재로 알려진 diamond like
carbon(DLC)를 적용하여 hydrocarbon 박막을 형성하면 높은 경도(10~20 GPa)를 가지지만 투과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hexamethyldisilazane(HMDS(N)) 가스를 적용하여 SiOxNy 박막을 형성한 결과 투과도 92 % 이상, 표
면 경도 6.3~6.9 GPa의 고경도 투명 박막을 개발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anode layer linear ion source를 적용하여 고경도, 고투과 박막 형성을 위해 Carbon base 코팅 기술 개발
을 연구하였다. Hexamethyldisiloxane (HMDSO) 가스를 주입하여, SiOxC:H 박막을 형성한 결과 90 % 이상의 투과도를 가지
지만 표면 경도가 ~2.5 GPa로 낮게 관찰되었다. SiOx 박막의 경도 향상을 위해 원료 가스를 hexamethyldisilazane
(HMDS(N))으로 변경하여 질화된 SiOxNy 박막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박막 밀도가 향상되고, 표면 경도가 약 2.8 배 향상된
박막을 형성하였다.

Fig. 1. Transmittance of the hydrocarbon thin films follow the carbon and hydrocarbon ratio.

- 308 -

Fig. 2. FT-IR analysis data of change effect of the source gas (a) HMDSO and (b) HMDSN

3. 결론
DLC 수준의 고경도를 가지면서 투명한 박막 형성을 위해 carbon base 코팅 공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플라즈마 공정 조건
및 원료 가스 등의 공정 제어를 통해서 투과도 92 % 이상, 표면 경도 6.3~6.9 GPa 이상의 고경도 투명 박막을 형성하였다.
플라즈마 표면처리 기술 및 코팅 공정 기술은 연속 공정이 가능하고, 저온 공정으로써 향후 유연한 polymer 기판 소재 등
에 적용하여 고경도의 투명 보호 필름 및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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