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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In ultrasonic spray pyrolysis deposition, a precursor solution is evaporated by an 

ultrasonic atomizer, then gas-carried into a furnace where the solute is separated 

from the water vapor. After condensation, polymerization, and nucleation, the 

solute oxide forms a thin film. To improve the deposition efficiency, the 

ultrasonic atomizer was studied to optimize the evaporated gas flow. The vat 

cover was redesigned, using three versions with different inlet factors being 

tested through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 analysis as well as a water 

evaporation experiment. The atomization rate with a hemispherical cover with a 

30° inlet was found to be 2.4 times higher than that with the original. This 

improvement was verified with fluorine-doped tin oxide spray pyrolysis 

deposition. The film obtained with the modified vat cover was 2.4 times thicker 

than that obtained with the original vat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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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

적으로 갖추어진 기기들이 요구되고 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터치센서, LED 등 최근의 광 및 전자소자는 투명하면서 유연성을 

갖는 전극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전극은 기판위에 투명한 박막을 

형성하여 높은 전도도와 가시광 영역에서 우수한 투과도를 구현 

할 수 있어야 한다
[1]

.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투명전

극으로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화소 전극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듐 

주석 산화물(ITO: indium tin oxide) 박막이 있고, 최근에는 불소

함유산화주석(FTO: fluorine doped tin oxide), 은나노와이어

(silver nanowire),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등이 많이 연

구되고 있다
[2]

.

투명 전극막 소재를 표면에 증착시키는 대표적인 기술은 크게 

물리적 증착법(PVD: physical vapor deposition)과 화학적 기상 

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열분해 증착법(SPD: 

spray pyrolysis deposition)이 있다
[3]

. 물리적 증착법은 높은 에너

지를 갖는 미립자들에 의한 충돌로 타겟(target)의 표면으로부터 

원자들이 튕겨져 나와 기판에 증착되나, 높은 열을 가하여 생성된 

금속기체들을 기판에 증착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높은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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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SPD Fig. 2 Original vat and cover shape

요구하는 방법이므로 박막의 불균일과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박막이 전자, 자외선, 이온 등에 노출되어 가열되므로 성막조건이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화학적 기상 증착법이란 기체의 원료로부

터 화학반응을 거쳐 고체재료를 합성하는 화학적 방법이다. 적용대

상의 다양성과 고순도 재료의 합성에 적합하나, 코팅반응에 대한 

기판안정도와 기판과 증착 재료간의 열팽창계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열 분해 증착법은, 증착하고자 하는 용질을 

분무를 통해 미립화한 후 열을 가하여 용매를 증착하는 제조 공정

을 말한다
[4]

. 열분해 증착법에 의해서 코팅되는 방법은 물리적 증

착법이나 화학 기상 증착법에 비해 공정비용이 저렴하고, 첨단 박막 

제조에 유리한 공정이다. 초음파 분무장치(ultrasonic atomizer)를 

이용하는 열분해 증착법
[5]
의 경우 수증기에 의해 고온 채임버

(chamber)로 운반된 증착 용질이 많을수록 효율이 우수하게 된다. 

운반기체(carrier gas)의 압력, 초음파 진동자 발진기 출력이 수증기

의 전달량을 결정하며, 원활한 유동 또한 중요한 인자가 된다. 초음

파 분무 장치의 형상 변경을 통한 유동 성능의 향상시킬 경우, 제작 

공정상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증가 없이 증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서 증착 효율이란, 시간당 증착되는 박막두께를 의미한다. 

초음파 분무 장치에서 기화된 수증기의 일부는 표면에서 응결되어 

다시 액체가 되는 데, 수조의 구조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 분무 장치의 수조 형상 변경을 통하여 

열 분해 증착 장비의 단위 시간당 증착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주입구와 토출구의 위치가 다양한 3가지 형상의 수조를 설계하여 

3D 프린터로 제작하였으며, 유동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분무율(시

간당 기화되어 체임버로 이송되는 양)을 비교하였다. 도출된 수조

형상을 채택한 초음파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FTO 코팅을 실시하였

으며 증착 성능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2. SPD 시스템의 개요

Fig. 1은 초음파 열분해 증착장치의 구조를 보여준다. 증류수에 

용해된 용질은 초음파 진동자의 발진동작에 의하여 미립화되고, 

수조 내부에 가해지는 이송기체와 함께 코팅 체임버(coating 

chamber) 위에 도달하게 된다. 도착한 기체는 슬릿을 통해 일정

량이 도달하게 되고, 응결과 중합을 거쳐 증류수는 증발하고 기판 

위에서 화학반응을 통하여 결정핵이 형성되고 결정 성장에 의해 

박막이 형성된다
[6-8]

. 지속적인 채임버 내부의 기체 공급을 위해 

드레인 펌프(drain pump)를 이용한다. 증착되지 못한 기체는 입자 

수집장치(particle collector)에 모이게 되고, 환기구로 배출된다.

3. 분무 수조 형상 설계

현재 SPD 증착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수조 형상은 Fig. 2와 같

다. 세척을 위하여 수조 형상은 기성품을 사용하게 되어 선택의 폭

이 적어 평평한 커버(cover) 위에 토출구와 유입구가 병렬로 배치

하게 되었다. 우측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자동 분무량 조

절을 위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센서부이다
[9]

. 현재 구조에 따르면 

이송기체가 수직으로 액체표면으로 유입이 되고, 초음파 진동자의 

액체 미립화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10,11]

. 이송가

스 유입과 증기토출이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증기가 나오

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기체 

유입구를 다양한 각도로 설계 제작하여 증기 토출 효율이 높은 방

향을 찾도록 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유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토출되지 못한 수증기

가 응결하여 액체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커버의 형상을 

변경하여 증기의 유동을 더 원활하게 하여 배출이 잘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계하였다.

개선안으로 검토한 형상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Fig.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원뿔형, 사다리꼴형, 반구형으로 제작하였다. 적색 

화살표는 이송기체가 들어가는 유입구를 의미하고, 청색 화살표는 

분무된 증기의 토출구를 의미한다. Fig. 3(b)의 원뿔형은 유입구의 

위치에 따라서 분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요 관점으로 

설계하였다. 유입구의 위치는 바닥면에서 부터의 높이에 따라 결정

하였고, 각각 10, 21, 34 mm 높이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토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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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cover shape 

 

(b) Cone cover shape

 

(c) Trapezoid cover shape 

 

(d) Hemisphere cover shape

Fig. 3 Design of hemisphere cover

위치를 중앙에 고정함으로써 이송기체의 유입에 따라서 배출에 대

한 영향이 일정하도록 하였다. Fig. 3(c)의 사다리꼴형은 윗면의 

모양이 평평하며 토출구와 유입구가 수직으로부터 45°로 빗면에 

배치하였고, 배치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에 영향이 없다고 가

정하고 진행 하였다. 빗면에 위치한 토출구와 유입구가 이루는 각

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모델이다. Fig. 3(d)의 반구형 모

델은 기체의 유동관점에서 곡면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여 

제작하였다. 여기서는 토출구에 대한 위치적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중앙에 배치하였고, 서로 다른 결과 값을 얻기 위해 수직으로

부터 회전각도에 따라 유입구를 배치하였다.

Fig. 4 Spray experiment of covers

4. 수조 및 커버 분무 실험과 유동 해석

4.1 해석 조건 및 실험 순서

유동해석에서는 각 모델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형상을 제

외한 모든 요소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경계조건은 벽면을 이용하

였고, 유입구에 입력되는 이송기체의 속도는 12.9 m/s, 토출구의 

압력은 0으로 설정하였으며, 해석결과로 스트림라인(stream line)

을 비교하였다. 모델링은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였고, 해

석은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Fig. 4와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였으며, 동일한 수조에 각 수조

커버를 교체해가며 분무성능을 비교하였다. 초음파 진동자는 레트

론사의 PF모델(지름 20 mm, 1.65 MHz)을 이용하였으며, 실린더

형 수조의 내경은 100 mm, 높이는 110 mm이다. 초기에 초음파 

진동자의 무화 효율이 가장 우수한 수위 45 mm
[12]

를 이루도록 수

조에 증류수 350 cc를 채워 넣고, 초음파 발진을 시작하여 증류수

가 50 cc가 남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수위 조절부로 연결

되는 관의 내부에 담기는 증류수 의 용량이 50 cc이고 실제로 기화

되는 증류수의 양은 300 cc이다. 실험상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체 

대신 블로워(blower)를 사용하였다. 즉 동일한 양의 증류수를 분무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분무율을 비교하였다.

4.2 유동해석 및 분무실험

Fig. 3(a)에 보이는 기존 수조형상의 유동해석결과는 Fig. 5(a)

와 같다. 스트림라인을 살펴보면 개선 전 수조에서는 평평한 커버

의 벽면에 부딪혀 출구로 토출되지 않으며, 수조 내에서 계속 맴도

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 현상 때문에 수증기가 다시모여 액체가 되

고, 내부의 수증기의 농도가 증가하여 유체의 흐름에 방해를 준다. 

개선 전 커버의 분무 실험을 실시한 결과, 300 cc의 물이 증발하는

데 2시간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분무율은(cc/min) 2.14이다.



Kyu-Eon Kim et al.

472

 

(a) Original cover (b) Cone cover

 

(c) Trapezoid cover shape (d) Hemisphere cover shape

Fig. 5 Analysis of carrier gas flow

No. 1

(10 mm)

No. 2

(21 mm)

No. 3

(34 mm)

300 cc Evaporation (min) 98 105 111

Atomization Rate (cc/min) 3.06 2.86 2.7

Table 1 Results of cone cover

No. 1

(90°)

No. 2

(135°)

No. 3

(180°)

300 cc Evaporation (min) 91 85 80

Atomization Rate (cc/min) 3.29 3.53 3.75

Table 2 Results of trapezoid cover

No.1 

(60°)

No.2 

(45°)

No.3 

(30°)

No.4 

(15°)

300 cc Evaporation (min) 74 83 60 73

Atomization Rate (cc/min) 4.05 3.61 5.04 4.11

Table 3 Results of hemisphere cover

Fig. 6 Summary of cover test

Fig. 3(b)의 모델은 원뿔형 커버의 유동해석은 Fig. 5(b)에 나타

나 있다. 스트림라인은 유입구에서 입력되는 기체 압력 때문에 발

생하는 수조내부의 기체에 영향이 적게 발생 되는 것을 알 수 있지

만, 수조 내 액체표면을 통해 수조의 커버를 타고 외부로 나갈 때 

모서리를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개선 커버로 선정한 원뿔 모양의 실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토출구를 기준으로 10 mm, 21 mm, 34 

mm로 이송기체 유입구의 높이에 변화를 주어 3번의 실험을 한 

결과, 가장 낮은 높이(바닥에서의 z=10 mm)에 위치한 입구의 실

험 결과가 가장 좋게 나왔고, 이는 개선 전 수조의 실험보다 약 42

분 정도 단축된 결과이다.

Fig. 3(c)의 사다리꼴 커버는 증기의 토출방향을 45° 각도로 설

정하고, 이송기체 유입구의 위치는 토출구를 기준으로 90°, 135°, 

180°로 설정하였다. Fig 3(b)의 원뿔형과 다른 점은 토출구가 중앙

에 위치하지 않았으며, 사다리꼴 윗면에 수증기가 몰리는 부분이 

생겨 어떤 영이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원뿔형의 

실험에서 보이듯이 높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미세하므로 영향

이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Fig. 5(c)의 유체의 흐름을 보면 

수조 내의 액체를 강하게 내리치고 수조 벽면을 지나 토출구로 빠

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다시 사다리꼴의 윗면을 

지나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토출구를 아무리 완만하게 

설계하여도 수조벽면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조 내부에 영향을 

미친다. 토출되지 않은 일부는 다시 수조내부를 맴돌기 때문에 응

결될 수 있다. Table 2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커버의 

실험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치가 나왔지만 원뿔형 실험 결과와 비교

하여 차이가 미미하다.

Fig. 3(d)의 반구형은 토출구를 수직으로 설정하였다. 이송기체 

유입구는 토출구를 중심으로 60°, 45°, 30°, 15° 설정하였다. Fig. 

5(d)의 스트림라인으로 보았을 때 가장 원활한 유동을 보였다. 수

조의 액체 표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조의 벽면을 

통해 이송기체가 확산해 나가면서 액체 표면을 훑고 지나가면서 

토출구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커버의 표면을 지나 토출구로 빠져나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액체 표면에 영향을 적게 주므로, 

초음파 진동자에 의해 발생되는 분무 또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

리고 표면에 도착한 이송기체는 분무되어 나오는 수증기를 이끌고 

토출구로 빠져나가게 된다. Table 3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반구형 

모양에 30° 각도로 유입구를 설계한 커버가 기존 커버에 비해 분무

율이 약 2.4배 개선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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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dified vat cover

Fig. 8 SPD equipment

 

(a) Original cover (17 Ω)       (b) Modified cover (3 Ω)

Fig. 9 FTO depostion glass (60 min)

(a) Original cover

(b) Modified cover

Fig. 10 SEM images of FTO deposition (60 min) 

5. 증착 실험

앞의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안은 30° 반구형으로 정하였다. 탈

부착이 용이하도록 설계를 수정하였고, Fig. 7처럼 정밀도를 향

상시켜서 3D 프린터로 수정커버를 제작하였다. 실제 SPD 시

스템을 사용시 증착 효율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솔라세라믹에

서 제작한 Fig. 8의 실험장비를 이용하였으며, 투명전극으로도 

많이 사용 되는 불소함유산화주석(FTO)을 석영유리(100×100  

×1 mm)위에 증착하였다. 동일한 공정 조건으로 기존 커버와 개

선안을 적용한 커버를 적용하여 각각 1시간씩 열 분해 증착을 수

행하였으며, 증착 두께의 비교를 위하여 표면 저항을 확인하였다. 

전기전도성 표면에 있어서 면저항은 증착 두께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이며, 가장 기본적이면서, 요구하는 증착물질의 특성치를 나

타내므로,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 증착된 박막의 두께가 두꺼울

수록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으므로 저항이 적게 나

타난다. 

Fig. 9(a)는 기존의 수조 커버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증착

을 시킨 유리이며, 면 저항이 17 Ω로 나타났다. Fig. 9(b)는 

개선안(반구형 30°)이 적용된 유리로 면저항이 3 Ω으로 줄어

들었다.

증착된 정확한 두께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형 전자현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으로 촬영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수조를 장착하여 증착을 수행한 결과 

Fig. 10(a)에 비해 개선안이 적용된 수조의 증착 실험 결과 Fig. 

10(b)가 약 2.4배의 두께로 증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분무율

의 개선에 상응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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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분해 증착 공정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

여 초음파 분무장치의 수조 형상을 개선하였다. 기존 수조는 이송

기체의 유입과 토출구의 흐름방향이 정반대이고 평평한 형상이므

로, 이송기체가 분무를 방해하는 문제와 내부 수증기가 맴도는 현

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뿔형, 사다리꼴형, 반구형

으로 선정하여 유동해석을 하고, 증류수 증발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송기체의 유입각도가 액체표면에 직접적인 간섭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분무된 수증기의 유동흐름을 개선한 반구형 30° 모델이 기

존성능대비 가장 우수한 2.4배의 증착 두께를 보였다. 열분해 증

착 시스템에 불소함유산화주석으로 증착하여 주사형전자현미경

으로 촬영한 결과, 동일한 향상을 보였으며 증착 효율이 크게 개선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열분해 증착법 공정의 단점인 낮은 시간생

산성을 향상시켜서, 향후 열분해 증착법 공정의 상업적 활용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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