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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2/Ar 가스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ZnO 박막에 대한 식각이 연구되었다. Cl2 가스의 농도, coil rf power, dc-bias 
전압, 그리고 공정 압력을 변화시켜서 ZnO 박막의 식각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Cl2 가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ZnO 
박막의 식각 속도는 증가하였고, 식각된 패턴 주변의 재증착은 감소되었지만 식각된 패턴의 측면 경사는 낮아졌다. Coil 
rf power와 dc-bias 전압이 증가할수록 ZnO 박막의 식각 속도가 증가하였고, 식각 프로파일이 개선되었다. 공정 압력이 증가
할수록 ZnO 박막의 식각 속도가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식각 프로파일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ZnO 박막의 최적의 식각 조건이 설정되었다. 재증착이나 잔류물이 없이 대략 75o~80o의 높은 이방성 식각을 갖는 
ZnO 박막의 식각이 20% Cl2 가스의 농도, 1000 W의 coil rf power, 400 V의 dc-bias 전압, 그리고 5 mTorr의 공정 압력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The etching of zinc oxide (ZnO) thin films has been studied using a high density plasma in a Cl2/Ar gas. The etch charac-
teristics of ZnO thin films we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on varying Cl2 concentration, coil rf power, dc-bias voltage, 
and gas pressure. With increasing Cl2 concentration, the etch rate of ZnO thin film increased, the redeposition around 
the etched patterns decreased but the sidewall slope of the etched patterns slanted. As the coil rf power and dc-bias volt-
age increased, the etch rates of ZnO thin films increased and etch profiles of ZnO thin films were improved. With increas-
ing gas pressure, the etch rate of ZnO thin films slightly increased but little change in etch profile was observ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optimal etching conditions of ZnO thin film were selected. Finally, the etching of ZnO thin films 
with a high degree of anisotropy of approximately 75o∼80o without the redepositions and residues was successfully ach-
ieved at the etching conditions of 20% Cl2 concentration, coil rf power of 1000 W, dc-bias voltage of 400 V, and gas 
pressure of 5 m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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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ZnO는 다른 산화물 반도체들보다 3.35 eV의 넓은 band gap 에너지

를 가지고 있으며 가시광선과 자외선의 파장 영역에서 높은 투과도를 

보이는 물질로서 우수한 광전자적 특성과 화학적 안정성을 나타내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1-3]. ZnO는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광전자소자(optoelectronic devices), 유기 발광 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 UV-light emitter, transparent high power 
electronic device, gas-sensing sensor, 음향소자(surface acoustic wave 
device; SAW), 압전소자(piezoelectric device) 뿐만 아니라 대면적에 

응용하기 위한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의 개발, 그
리고 태양전지 등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3-8].
  현재 이러한 ZnO의 응용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공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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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의 증착과 식각이다. ZnO 박막의 식각 공정은 증착 공정 이상으

로 중요한 핵심 공정으로 반드시 선행되어 개발되어야 하는 공정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식각 공정으로는 HCl이나 HF 용액을 사용한 습식 

식각 공정[9,10] 그리고 건식 식각 공정인 이온 빔 식각(ion beam 
etching), 반응성 이온 식각(reactive ion etching; RIE), 전자 싸이클로

트론 공명 반응성 이온 식각(electron cyclotron resonance reactive ion 
etching; ECRRIE), 그리고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반응성 이온 식각

(inductively coupled plasma reactive ion etching; ICPRIE) 등이 있다. 
이러한 식각 공정들 중에서 고밀도 플라즈마인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응성 이온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현재까지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ZnO 박막을 식각한 

연구들은 식각 가스로서 Ar, Cl2/Ar, Cl2/H2/Ar, CH4/H2/Ar, BCl3/Ar, 
CHF3/H2/Ar, 그리고 CF4/Ar를 이용하였다[1-5,7,11]. CH4와 H2 가스를 

혼합한 식각 가스를 이용하여 식각된 ZnO 박막의 경우 빠른 식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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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Etch rates of ZnO thin films and photoresist and (b) etch selectivity of ZnO thin films to photoresist for the variation of Cl2 concen-
tration in Cl2/Ar gas; Etching condition: coil rf power of 900 W; dc-bias voltage of 400 V; gas pressure of 5 mTorr.

도와 우수한 식각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었으나 수소 플라즈마에 의

한 광학적, 전기적 특성의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났다[1,2]. BCl3를 식

각 가스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패턴 주변으로 재증착 현상이 나타났

으며 Cl2를 식각 가스로 이용하여 ZnO 박막을 식각했을 경우는 특성

의 저하현상은 감소하였으나 마스크로 쓰이는 포토레지스트(photore- 
sist; PR)의 매우 빠른 식각 속도로 인하여 NiCr과 같은 하드마스크를 

이용하거나 박막의 두께에 비하여 매우 두꺼운 포토레지스트를 이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7,11]. 박막의 식각공정에서 하드마스크가 도

입될 경우에는 하드마스크의 증착, 리소그래피(lithography)에 의한 패

터닝 그리고 식각에 따른 추가적인 공정과 시간이 발생하므로 효율적

이고 경제적인 식각 공정을 위하여 포토레지스트가 마스크로서 이용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반

응성 이온 식각을 이용하여 ZnO 박막을 식각하였다. 식각 가스로써 

Cl2와 Ar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였고 식각 가스의 농도, coil rf power, 
dc-bias 전압, 그리고 공정 압력을 변화시키고 일반적인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이용하여 ZnO 박막에 대한 식각 특성이 조사되었다. 식각된 

ZnO 박막의 식각 속도, 식각 프로파일을 조사함으로써 깨끗하고 우수

한 식각 프로파일을 갖는 ZnO 박막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반

응성 이온 식각장비(ICPRIE)를 사용하여 ZnO 박막이 식각되었다. 
ICPRIE 시스템은 substrate susceptor를 포함하는 공정 chamber와 

loadlock chamber로 구성되어 있다. Substrate susceptor는 chiller에 의

하여 12~15 ℃의 일정한 온도로 냉각되고, susceptor 내부에 설치된 

헬륨라인을 통하여 시료의 냉각 효과를 극대화한다. 공정 chamber 상
부에 감겨진 코일은 13.56 MHz rf power supply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고밀도 플라즈마가 유도된다. 그리고 substrate suscep-
tor에 연결된 다른 하나의 13.56 MHz의 rf power에 의하여 self-bias 
전압이 유도되고, 플라즈마 내에서 susceptor로 이동하는 이온들의 에

너지를 조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12].
  실험에서 사용된 ZnO 박막은 rf magnetron sputtering 방법을 이용

하여 Si 기판 위에 3000 Å의 두께로 증착되었다. 증착된 ZnO 박막은 

포토레지스트(AZ1512, Clariant)를 이용하여 1.2 µm의 두께로 도포되

었고, 리소그래피 공정을 적용하여 패턴되었다. ZnO 박막은 Cl2와 Ar 
혼합 가스를 이용하여 식각되었으며 식각 조건은 900 W의 coil rf 
power, 400 V의 dc-bias 전압 그리고 5 mTorr의 공정 압력을 표준 식

각조건으로 고정시키고 Cl2 가스의 농도를 0~100%로 변화시켜 ZnO 
박막의 식각 특성을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coil rf power, dc-bias 전
압 그리고 공정 압력을 변화시켜 빠른 식각 속도와 재증착이 없는 최

적의 식각 프로파일을 찾고자 하였다.
  식각된 ZnO 박막과 포토레지스트의 식각 속도는 surface profil-
ometer (Tencor P1 Long Scan Profiler, U.S.A)를 이용하여 식각 전과 

후의 박막들의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계산되었다. 식각 후 포토레지스

트가 제거된 ZnO 박막의 식각 프로파일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4500, HITACHI, Japan)를 사용하여 

관찰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인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로 패턴된 ZnO 박막에 대하여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응성 이온 식각이 진행되었으며, 식각 가

스로써 Cl2와 Ar의 혼합 가스가 사용되었다. 900 W의 coil rf power, 
400 V의 dc-bias 전압, 그리고 5 mTorr의 공정 압력에서 Cl2 가스의 

농도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식각 속도가 Figure 1(a)에 주어진다. 
Cl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ZnO 박막의 식각 속도는 1500 Å/min에
서 850 Å/min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순수한 Ar 가스를 사용한 경우

와 20% Cl2/80% Ar 가스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면 ZnO 박막의 식

각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ZnO 박
막의 식각에 있어서, Ar 이온의 스퍼터링에 의한 효과가 주요한 식각 

메카니즘임을 확인할 수 있다. Cl2 가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ZnO 박
막의 식각 속도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포토레지스트의 식각 속도는 급

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Figure 1(b)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포토레지

스트에 대한 ZnO 박막의 선택도도 급격히 낮아졌다.
  Cl2 가스의 농도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식각 프로파일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a)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순수한 Ar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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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ESEM micrographs of etched ZnO thin films for the varia-
tion of Cl2 concentration in Cl2/Ar gas; (a) pure Ar, (b) 20% Cl2, (c) 
30% Cl2, and (d) 40% Cl2; Etching condition: coil rf power of 900 W; 
dc-bias voltage of 400 V; gas pressure of 5 mTorr.

하여 식각된 ZnO 박막은 패턴의 측면에 재증착이 관찰되었으며, Ar 
양이온의 스퍼터링 효과에 의하여 패턴의 측면이 공격을 받아 손상을 

입은 것과 약간의 트렌치(trench)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Cl2와 Ar 
가스의 혼합가스에서 Cl2 가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ZnO 박막의 식

각 경사가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Cl2 가스가 첨가될수록 재증착

이나 패턴 측면의 손상과 트렌치 현상이 줄어드는 것이 Figure 2(b), 
2(c), 그리고 2(d)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Cl2 가스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식각 경사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어 40% 이상의 

Cl2 가스의 농도에서는 미세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

다. Cl2 가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식각 속도는 감소하나 식각 후에 재

증착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Cl2 플라즈마 내의 Cl 라
디칼이 식각 속도를 증가시킬 정도로 활발히 ZnO 박막과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Ar 양이온에 의한 스퍼터링 후에 박막의 결합이 깨지

거나 약해진 상태에서 Cl 라디칼이 박막과 반응하여 ZnCl2 (melting 
point: 290 ℃, boiling point: 732 ℃)과 같은 물질을 생성하여 휘발됨

Figure 3. (a) Etch rate of ZnO thin films for the variation of coil rf power 
and FESEM micrographs of ZnO thin films etched at (b) 800 W, (c) 900 W, 
and (d) 1000 W; Etching condition: 20% Cl2 in Cl2/Ar gas; dc-bias voltage 
of 400 V; gas pressure of 5 mTorr.

으로서 순수한 스퍼터링에 의한 박막의 재증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13]. 즉, 화학 보조 스퍼터 식각(Chemically assisted 
sputter etching; CASE)의 메카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식각 변수에 대한 ZnO 박막의 식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각 

속도와 식각 프로파일의 결과로부터 20% Cl2 가스 농도를 선택하여 

고정시키고 coil rf power, dc-bias 전압, 그리고 공정 압력을 변화시켜

서 식각 속도와 식각 프로파일을 조사하였다. Figure 3은 coil r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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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Etch rate of ZnO thin films for the variation of dc-bias voltage 
and FESEM micrographs of ZnO thin films etched at (b) 200 V, (c) 300 V, 
and (d)  400 V; Etching condition: 20%  Cl2 in Cl2/Ar gas; coil rf power of 
900 W; gas  pressure of 5 mTorr.

를 변화시켜 얻은 ZnO 박막의 식각 속도와 식각 프로파일이다. Figure 
3(a)는 20% Cl2 가스 농도, 400 V의 dc-bias 전압, 그리고 5 mTorr의 

공정 압력에서 coil rf power를 각각 800 W, 900 W, 그리고 1000 W로 

변화시켜서 얻은 ZnO 박막의 식각 속도를 보여준다. Coil rf power가 

증가할수록 ZnO 박막의 식각 속도는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Coil에 

가해지는 rf power가 증가할수록 플라즈마의 밀도가 증가한다. 플라즈

마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즈마 내의 Ar 양이온과 Cl 라디칼의 

양이 증가하므로 ZnO 박막을 식각할 때에 Ar 이온에 의한 물리적인 

효과와 Cl 라디칼에 의한 화학적인 반응이 활발해지면서 박막의 식각 

Figure 5. (a) Etch rate of ZnO thin films for the variation of gas pressure   
and FESEM micrographs of ZnO thin films etched at (b) 1 mTorr, (c) 5 
mTorr, and (d) 10 mTorr; Etching condition: 20% Cl2 in Cl2/Ar gas; coil rf 
power of 900 W; dc-bias voltage of 400 V.

속도가 증가한 것이다. Coil rf power가 증가함에 따라 Ar 이온의 밀

도가 증가하여 박막의 식각 경사가 높아지는 것이 Figure 3(b), 3(c), 
그리고 3(d)를 통하여 관찰된다. 그러나 1000 W의 높은 coil rf power 
조건에서 ZnO 박막은 패턴의 측면에 식각 손상을 입은 것이 관찰된

다. 플라즈마 내의 Ar 양이온의 큰 이온에너지에 의하여 ZnO 박막의 

패턴 측면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20% Cl2 가스의 농도, 900 W의 coil rf power, 그리고 5 mTorr의 

공정압력을 고정시키고 dc-bias 전압을 200 V, 300 V, 그리고 400 V
로 변화시켜서 식각 속도와 식각 프로파일을 조사하였다. ICP RI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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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ESEM micrograph of ZnO thin film etched in optimal etching 
condition;    20%  Cl2 in Cl2/Ar gas, coil rf power of 1000 W, dc-bias voltage 
of 400 V, and gas pressure of 5 mTorr.

장점 중 하나는 기판에 dc-bias 전압을 인가하여 기판과 충돌하는 플

라즈마 내 이온의 이온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gure 4(a)는 dc-bias 전압의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식각 속도 그래

프로써 dc-bias 전압이 증가할수록 ZnO 박막의 식각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dc-bias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Cl 라디칼의 

영향보다는 이온 에너지의 증가에 의한 스퍼터링 효과가 강해져 박막

의 식각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Figure 4(b), 4(c), 그리고 4(d)는 

dc-bias 전압의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식각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200 V의 dc-bias 전압에서 식각된 ZnO 박막의 식각 경사는 약 30o로 

매우 낮다. 그러나 dc-bias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Ar 이온의 이온에

너지가 증가하여서 박막과 더 효과적으로 수직방향으로 충돌함으로

써 식각 경사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dc-bias 전압이 

감소함에 따라 Ar 양이온에 의한 스퍼터링 효과가 약해지면서 패턴의 

측면이 매끄러워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5는 공정 압력의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식각 속도와 식각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다른 식각 조건들에 비하여 공정 압력이 증가

함에 따른 식각 속도의 변화폭은 매우 적다. 공정 압력이 증가할수록 

플라즈마의 밀도가 증가하여서 더 많은 Ar 이온과 라디칼들이 생성된

다. 이와 동시에 Ar 이온과 라디칼들의 평균자유행로가 감소한다. 플
라즈마의 밀도 상승에 의한 식각 속도의 증가와 이온 및 라디칼들의 

평균자유행로 감소에 의한 식각 속도의 감소의 효과로 인하여 공정 

압력 변화에 따른 식각 속도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공정 압

력 변화에 따른 식각 프로파일의 변화를 Figure 5(b), 5(c) 그리고 5(d)
에서 보여준다. 식각 프로파일의 변화도 각각의 공정 압력들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10 mTorr에서 식각된 프로파일에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측면의 패턴이 관찰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식각 특성을 토대로 20% Cl2, 1000 W의 

coil rf power, 400 V의 dc-bias 전압 그리고 5 mTorr의 공정 압력이 

최적화된 식각조건으로 제안된다. Figure 6은 이러한 최적의 식각조건

에서 식각된 ZnO 박막의 식각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재증

착이 없이 깨끗한 대략 75o~80o의 높은 식각 경사를 갖는 우수한 식각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Cl2/Ar 가스를 이용하고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유도 결합 플

라즈마 반응성 이온 식각을 적용하여 식각 조건의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식각 특성을 조사하였다. 식각 가스 내의 Cl2 농도가 증가할수

록 ZnO 박막의 식각 속도가 감소하였고 패턴의 측면에 재증착이 감

소하였으나 식각된 패턴의 측면 경사는 낮아졌다. 재증착이 없고 높

은 식각 경사를 보인 20% Cl2에서 coil rf power, dc-bias 전압, 그리고 

공정 압력을 변화시켜서 ZnO 박막의 식각 속도와 식각 프로파일을 

조사하였다. Coil rf power가 증가할수록 박막의 식각 속도는 증가하

였고 식각 경사도 높아졌다. 그러나 1000 W의 강한 coil rf power에서

는 패턴의 측면에 손상이 관찰되었다. dc-bias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서 박막의 식각 속도가 증가하였고 식각 프로파일도 개선되었다. 그
러나 공정 압력의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식각 속도와 식각 프로파

일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Cl2/Ar 가스에서 ZnO 박막의 식

각 메카니즘은 전형적인 반응성 이온의 식각 메카니즘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화학 보조적인 스퍼터 식각(CASE)의 메카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20% Cl2 가스의 농도, 1000 W의 coil rf power, 
400 V의 dc-bias 전압 그리고 5 mTorr의 공정 압력에서 식각된 ZnO 
박막은 재증착이 없이 대략  75o~80o의 식각 경사를 가진 우수한 식각 

프로파일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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