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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공정 중에는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PCVD), 식각(etching), 스퍼터링(sputtering) 등이 있

으며 이들 공정은 마이크로 전자 소자, 집적 소자 제

조에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 도직접회

로 제조에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박막 증착과 식각

이 없다면 현재나 다음 세 의 소자들을 만들 수 없

을 정도이다(Grill, 1993). PCVD 공정은 비정질 규소,

결정질 규소, 염화티타늄, 수소화된 비정질 탄화규소

(a-SiC : H), 다이아몬드, 산화규소(SiO2), 불소수지 등

과 같은 박막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Kirimura et al.,

1994; Hiramatsu et al., 1996; Hynes et al., 1996; Madan

and Morrison, 1998; Khachan and Gardner, 1999;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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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et al., 1999; McCurdy et al., 1999; Qi and Mantei,

2004). SiH4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공정은 태양전

지, 상 센서, TFT 등에 사용되는 수소화된 비정질

규소 박막(a-Si : H) 제조의 표적인 공정이다(Madan

and Morrison, 1998; Shiratani et al., 1998; Madan et

al., 1999). 저온 플라즈마 공정은 건식 공정이므로 반

도체 기판을 식각하거나 감광제를 벗겨내기 위해 강

산성의 용매를 필요로 하는 습식 공정에 비해 폐수

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이며 폐수처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증착 공

정은 고온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적 반응을 저온에서

일으키므로 열처리 공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불순물

확산, 열적가열, 전위 및 적층결함과 같은 결점을 극

복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 공정에서는

식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이온들을 전기장으로 가

속시켜 식각시키기 위한 부분을 제거하므로 식각이

쉽고 하부식각의 문제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미세 형상 가공을 위한 공정에서 플라즈마 공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플라즈마 공정에

서는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론까지 크기를 가지는 미

립자들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들로 인해 박막의 특성

과 균일성 및 플라즈마 반응기 효율성 등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즈마 공정에 의한 반도체

제품의 세계적 생산량에 비추어 볼 때 플라즈마 내

미립자 오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막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전자부품의 최소화 및

박막화 추세에 즈음하여 미립자 오염 문제의 상 적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플라즈마 공정의 효율

성 증 를 위해서는 반응기 내에서 입자 생성과 성장

을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저온 플

라즈마 반응기 내에서의 미립자 생성과 성장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저온 플라즈마 반응

기에서는 단분산 입도분포를 가지며 비교적 고순도

인 미립자 생성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rill,

1993; Shiratani et al., 1998). 

본고에서는 저온 플라즈마 공정에서 나노 미립자

생성과 상장에 한 연구와 최근에 연구된 흥미 있는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 다.

2. 저온 플라즈마

일반적으로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와 함께 제

4의 물질 상태로서 고에너지를 갖는 전자와의 충돌

에 의해 기체분자 혹은 원자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다

수의 전자와 양이온 및 중성분자나 원자가 생성되고

전체적으로 음과 양의 전하수가 같아지게 되는 중성

의 기체 상태를 말한다. 플라즈마는 양이온과 전자들

이 집단적으로 행동 (collective behavior)하는 것과

중성과 전하를 띤 분자 혹은 원자들로 구성된 준중

성(quasi-neutral) 기체 상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 이온화보다 높은 에너지가 기체 원자에 가해지

면 이온화가 일어나면서 플라즈마가 형성된다. 이온

과 전자가 합쳐져서 중성 기체로 변하는 과정도 동시

에 일어나고 이 두 과정이 평형을 이루면 안정된 플

라즈마가 만들어 진다. 부분 플라즈마는 전기 방전

으로 만들어지지만 충분한 에너지가 액체나 고체에

주입되는 경우에도 증기화와 이온화가 일어나 플라

즈마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개 다양한 형태의 에너

지(직류 전류, 라디오 주파수, 마이크로 파 등)가 기

체에 공급되면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플라즈마는 종종 기체 방전의 의미로 불려 지기도 하

는데, 이는 플라즈마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전

류를 기체 사이에 흘려주어 만들기 때문이다. 플라즈

마 방전을 일으키기 위해 전자기장을 인가하여 전자

를 가열시키는데 부분의 저압 플라즈마에서 전자

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전기장에 따라 쉽게 가속되어

1-10 eV의 높은 에너지를 갖는 반면 이온은 상 적

으로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속되기 어려워 기체분자

와 거의 같은 온도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플라즈

마를 비열플라즈마 (non-thermal plasma) 혹은 저온

플라즈마(low temperature plasma)라고 한다. 비열플

라즈마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플라즈마 화학반응

이 일어나므로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반응종들의 생

성이 용이하여 산업적으로 그 실용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이러한 저온 플라즈마는 형광등이나, 네온등, 낮

은 압력의 전기 방전 현상과 유사하다(Grill, 1993).

3. 저온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나노 미립자

저온 플라즈마 공정에서는 미립자들이 많이 생성

되고 있으며 현재의 반도체 제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부분의 미립자들은 청정실(clean room)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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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라즈마 공정 밖에서 유입되기보다는 플라즈마

공정 자체에서 생성, 성장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

다. 플라즈마 공정에서 입자들은 기상에서 플라즈마

화학 반응에 의한 균질상 입자 생성과 반응기 벽이나

전극에 이미 증착 되었던 박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

와 입자 생성의 핵으로 작용하는 비균질상 입자 생성

등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생성되며 입자 충돌과 응축

에 의해 성장한다. 플라즈마 공정 중에 생성된 부

분의 입자들은 음으로 전되며 반응기 내에서 작용

하는 여러 힘들에 의해 거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림 1은 균질상 입자 생성 방법에 따른 Si3N4 나

노 미립자 제조용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반응 원료로 SiH4와 NH3가 사용되며

SiH4/NH3 방전이 일어나는 플라즈마에서 가스상 핵

형성을 Si3N4파우더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초미

세한 Si3N4파우더를 생산할 수 있다. 저온 플라즈마

에 의한 미립자 생성은 화학반응에 이은 생성물의

균질핵화에 기인하며 열플라즈마 반응기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생산속도를 갖고 낮은 온도 때문에 결

정형태의 분말을 생산하기 힘든 반면에 아주 미세하

고 불순물이 없이 순도가 높고 화학양론적 조성이

쉽게 조절되는 분말을 비교적 약하게 응집된 형태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온 플라즈마 공

정은 순수한 비산화물 계통의 미립자 생성에도 장점

을 보이고 있다 (Young and Pfender, 1985; Girshik,

1988; Lee and Park, 1988; Pratsinis and Mastrangelo,

1989; Pratsinis and Vemury, 1996; Kruis et al., 1998;

Choi, 2001). 

반도체 제조용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미립자 생성

에 따른 미립자 오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공 지식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자들이 플

라즈마 공정에서의 미립자 생성과 성장에 해 연구

하여 왔다. Watanabe 그룹 (Shiratani et al., 1996;

Watanabe et al., 1996; Watanabe, 1997)은 광산란법을

사용하여 플라즈마 반응기 내에서 입자 성장에 관해

연구하 으며 입자들은 초기 성장 단계, 급속 성장

단계, 성장 포화 단계를 거쳐 성장함을 보 다. Fuku-

zawa et al. (1991)은 저압 rf (radio frequency) SiH4플

라즈마 반응기에서 입자 직경 10 nm 이하인 입자들

의 입자 성장을 연구하 다. 초기 성장 단계에서 입

자들은 SinHx의 응축에 의해 성장하고 입자 농도가

1011 cm-3 이상부터는 입자 충돌에 의해 성장하 으

며 부분의 입자들은 중성이었음을 보고하 다.

Hollenstein 그룹(Howling et al., 1993; Howling et al.,

1994; Courteille et al., 1996)은 SiH4 플라즈마나 Ar

플라즈마 내에서 입자들이 성장하는 동안 입자 크기

와 농도를 광산란법에 의해 추정하 으며 Brownian

자유분자 충돌모델을 사용하여 입자 성장을 분석하

다. Kushner (1997, 1998, 1992)는 유체 모델식 및

Monte Carlo 계산법을 사용하여 플라즈마 반응기에

서의 미립자 거동을 분석하 다. Bouchoule et al.

(1991)은 입자 도가 높은 플라즈마(dusty plasma)

에서 미립자 성장에 한 실험적, 이론적 분석 결과

를 발표하 다. Tachibana et al. (1994)은 광산란법을

사용하여 플라즈마 반응기 내에서 입자 도와 크기

분포를 측정하 다. Kortshagen and Bhandarkar (1999)

은 저압 플라즈마 공정에서 나노 크기의 입자 성장에

해 연구하 으며 중성 입자들 간의 충돌보다는 반

전하를 가지는 입자들 간의 충돌이 입자 성장에

더 큰 향을 미침을 보 다. Childs and Gallagher

(2000)는 a-Si : H 박막 제조를 위한 rf SiH4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입자 성장을 광산란법을 사용하여 연구

하 으며 압력이나 rf 전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성

장 속도는 증가하 고 부분의 입자들은 중성으로

존재함을 보고하 다. Cao and Matsoukas (2004)는

저압 rf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유기물 전구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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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w temperature plasma reactor for nanoparticl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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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속이 빈 구형의 나노 미립자를 제조하 다. 그

림 2는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생성된 미립자의

SEM 사진이며 직경이 650 nm인 구형의 입자로서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박막 제조를 위한 플라즈마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단순히 공급 전력을 증가시켜 증착 속도를 높이는 경

우 미립자들이 생성되어 플라즈마 반응기를 오염시

킬 수 있다. 미립자 오염을 억제하고 양질의 박막을

효율적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료나 소자의 성능

을 저하시키지 않고 박막 증착 속도를 증가시켜야 하

는데 비정질 규소 박막 제조를 위한 a-Si PCVD 반응

기에서는 1-3Å/s의 느린 속도로 박막을 성장시키고

있다 (Madan and Shaw, 1988; Madan and Morrison,

1998; Madan et al., 1999). 한편, 펄스 플라즈마 공정

에서 1회 펄스 주기는 플라즈마 방전을 일으키기 위

한 전력공급 구간(plasma-on)과 전력공급 중단 구

간 (plasma-off)으로 나뉘며 plasma-on 기간 (ton)과

plasma-off 기간(toff)은 duty ratio (ton/(ton++toff)×100)

에 의해 결정된다. Plasma-on 동안에는 전자들이 두

전극 사이에 인가된 전기장에 의해 고에너지를 얻고

기체 분자 혹은 원자와 충돌하여 양이온, 음이온, 라

디칼 등의 활성화학종들을 생성시킨다. Plasma-off 동

안에는 전력공급이 중단되므로 전자는 소멸되고 활

성화학종 들의 생성도 중단된다. 펄스 플라즈마 공정

에서는 주기적인 펄스의 반복으로 나노 미립자 생성

에 전구체 역할을 하는 이온 혹은 라디칼의 농도가

감소하여 미립자 생성이 억제될 수 있다. Watanabe

그룹 (Fukuzawa et al., 1999; Shiratani et al., 1999;

Koga et al., 2000; Koga et al., 2004)은 SiH4 펄스 플

라즈마 반응기에서 펄스 주기와 duty ratio를 변화시

켜가며 나노 클러스터의 농도를 측정하 으며 ton과

toff에 따라 나노 클러스터의 농도가 변화하 음을 보

고하 다. 펄스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한 양질의 박막

제조 연구가 활발하며 펄스 플라즈마 공정에서는 초

미세 박막을 15Å/s까지의 증착 속도로 제조할 수 있

음이 보고된 바 있다(Kirimura et al., 1994; Hiramatsu

et al., 1996; Hynes et al., 1996; Madan and Morrison,

1998; Khachan and Gardner, 1999; Madan et al., 1999;

McCurdy et al., 1999; Qi and Mantei, 2004). 또한, 펄

스 플라즈마를 이용한 나노 미립자 제조 연구도 활

발한데, Matsui (2006)은 펄스 플라즈마 반응기를 이

용하여 Fe/Pt 나노 미립자를 제조하 으며 펄스 반복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립자들의 크기가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Kim et al. (2007a)은 원거리 rf 플라

즈마를 이용하여 응집도가 매우 낮고 단분산의 입자

크기 분포를 갖는 3 nm의 Si 나노 미립자를 제조하

으며 Si 나노 미립자의 크기를 플라즈마 방전 시

간(Plasma-on)으로 조절하 다. 펄스 플라즈마 공정

을 이용한 양질의 박막 제조 및 나노 미립자 제조에

한 실험적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펄스 플

라즈마 반응기에서의 미립자 성장에 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Kim 그룹(Kim

and Kim 2005; Kim et al., 2007c; Kim and Kim 2008a,

b; Kim et al., 2008)은 펄스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플

라즈마 화학과 미립자 성장에 해 수치 해석하 으

며 펄스 플라즈마에 의해 입자 생성을 위한 전구체의

생성과 입자 성장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었음을 보고

하 다.

상압에서도 저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Barankin et al. (2006)은 상압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응집도가 낮고 단분산의 입자 크기 분포를 갖는 30

~35 nm의 탄소 미립자와 20~25 nm의 철 미립자를

제조하 다. 저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rf 파

워(0.1~100 MHz)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 마이크

로파(2.45 GHz)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에서는 rf 플라즈마에 비해 플라즈마 도가

높아 반응물의 이온화율과 해리율이 높다 (Grill,

1993). Hoder et al. (2005)은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반

응기에서 Fe(CO)5를 전구체로 사용하여 α-Fe(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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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image of nanoparticles prepared in a low tem-
perature plasma reactor (Garscadden et al., 1994).



Fe3O4/γ-Fe2O3 (shell) 구조를 갖는 나노 미립자를 제

조하 다. 

이밖에도 공급 원료에 따라 SiC, Si3N4, TiC, AlN,

SiO2, ZrO2, TiO2, MgO 등의 초미분 입자를 제조할

수도 있으며 입자 크기는 1 nm~102 μm 범위를 갖는

다 (Young and Pfender, 1985; Girshik et al., 1988;

Pratsinis and Vemury, 1996; Kruis et al., 1998; Choi,

2001).

4. 미립자 생성 및 성장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미립자 생성과 성장에

해 연속 플라즈마 공정과 펄스 플라즈마 공정에서

의 흥미있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4. 1 연속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미립자 성장

Shiratani et al. (1996)은 rf SiH4플라즈마 반응기에

서 미립자 성장 과정을 보고하 다. 그림 3에서는 플

라즈마 방전 시간에 따른 입자크기와 농도를 나타내

며 그림 4는 입자크기분포를 플라즈마 방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Shiratani et al. (1996)에 따르

면 입자들은 초기 성장 단계, 급속 성장 단계, 성장

포화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 성장하는 동안 입자들은

단분산 크기분포를 가지며 두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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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ize and density of particles using polarization-sen-
sitive laser-light-scattering (PSLLS) and SEM measurements
(Shiratani et al., 1996).

Figure 4. Size distributions of particles from SEM measure-
ments (Shiratani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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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성장 단계를 거쳐 생성된 입자들은 중성 혹은

음성이나 양성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급속 성장 단계

에서는 반 전하를 갖는 입자들 간의 빠른 입자 충

돌에 의해 입자들이 빠르게 성장한다. 성장 포화 단

계에서는 부분의 입자들이 음으로 하전되어 있어

입자 충돌 속도는 감소하므로 입자가 느리게 성장하

고 있다. Kim et al. (2007b)은 p-Si 박막 제조를 위한

고 도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나노 미립자 생성을 실

험적으로 분석하 으며 그림 5는 플라즈마 방전 시

간에 따른 나노 미립자들의 TEM 결과를 보여준다.

Kim et al. (2007b)에 따르면 고 도 플라즈마 반응기

에서는 전자농도가 높으며 나노 미립자들은 전자와

의 충돌에 의해 음으로 하전된 후 입자 충돌보다는

이온 증착 혹은 분자 증착에 의해 성장하기 때문에

단분산 분포를 갖는 구형의 나노 미립자들이 생성되

었음을 보고하 다. 

Kim 그룹(Kim and Kim, 2002; Kim et al., 2003)은

입자 도가 높은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입자들이 입

자 충돌에 의해 성장할 경우 플라즈마 반응기에서의

미립자 성장을 에어로졸 동력학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플라즈마 내에서 입자들은 입자로의 전자 흐름

과 이온 흐름간의 균형에 의해 하전된다. 플라즈마 반

응기 내에서 입자가 가지는 입자 전하 분포는 Gaus-

sian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입자 전하 분포로부터

입자들의 평균전하량과 중성, 양성, 음성으로 존재하

는 입자들의 분율(Fneu, Fpos, Fneg) 등을 계산할 수 있

다. Kim 그룹은 입자 성장에 입자 하전의 향을 고

려하기 위해 플라즈마 조건 변화에 따른 입자 전하

분포를 계산하여 입자 하전을 고려한 입자 성장 속도

를 계산하 다. 입자 도가 높은 플라즈마에서는 입

자들이 플라즈마-쉬스 경계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벌

크 역에서도 존재한다. 플라즈마 반응기에서의 입

자 충돌에 의한 입자 성장을 모델화하기 위해 플라즈

마 반응기를 CSTR (continuously stirred tank reactor)

로 가정하 다.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입자 충돌에 의

해 성장한 입자들이 가지는 전하량은 플라즈마 조건

에 따라 변화한다. 입자들 중 중성 혹은 양으로 하전

된 입자들은 유체에 의해 반응기 밖으로 쓸려 나가며

음으로 하전된 입자들은 두 전극에서 작용하는 정전

기적 반발력 때문에 플라즈마 반응기 내에 붙잡혀

있으면서 입자 충돌에 의해 성장한다. 플라즈마 반응

기에서 입자 하전의 향을 고려한 에어로졸 동력학

식은 식(1)과 같이 표현된다.

dn(v)
mmmmm==I(v)δ (v-v1)

dt 
1

++mm
v

v1

E(-v, v--v )β(-v, v--v )n(-v )n(v--v )d-v
2

n(v)
-

∞

v1

E(v,-v )β(v,-v )n(v)n(-v )d-v-(Fpos++Fneu)mmmτres

(1)

v는 입자 부피, n은 입자 크기분포함수, v1은 모노

머의 부피, β는 입자 충동 빈도 함수, E는 입자 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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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M images of the particles prepared at 10 mTorr (Kim et al.,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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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입자 충돌 증 계수, τres는 체류시간을 나

타낸다. 플라즈마 반응기 내에서 입자 충돌에 의한

입자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입자 충돌 중 동일 전하

를 가지는 입자간의 충돌은 무시하 고 반 전하를

갖는 입자간의 충돌, 중성 입자와 중성/양성/음성 입

자간의 충돌을 고려하 다. 식(1)로부터 입자 크기

분포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Kim 그룹 (Kim

and Kim, 2002; Kim et al., 2003)은 입자 크기 역을

imax개의 이산 역(discrete regime)과 kmax개의 구

간 역(sectional regime)으로 나누어 입자 성장을

해석하는 discrete-sectional 모델을 사용하 다. 입자

충돌에 의한 입자 성장을 분석하므로 구간 역에서

입자 부피가 보존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입자가 성

장함에 따라 플라즈마 역에서의 플라즈마 조건은

변하므로 벌크 플라즈마 역에서 전기적인 중성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자 농도를 매 time step마다

계산하 으며 전자 농도로부터 입자 전하 분포와 중

성, 양성, 음성으로 존재하는 입자들의 분률 및 입자

들의 평균 전하량을 계산하 다. 

그림 6과 7은 입자 크기분포와 입자 크기에 따른

입자 전하 분포를 시간 변화에 따라 각각 보여준다.

그림 6의 0.05 s에서는 입자 생성의 향으로 반응기

내에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므로 입자크기 모드가 1

개인 입자 크기분포를 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 충돌에 의해 입자들이 성장하여 큰 입자들

이 생성되며 0.3 s에서는 입자 크기분포가 작은 입자

군과 큰 입자군인 2개의 모드로 나뉘고 있다. 큰 입

자들이 생성되면서부터 큰 입자와의 충돌에 의한 작

은 입자들의 소모속도가 생성속도보다 빠르므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입자들의 농도는 감소하고 큰

입자들은 성장하고 있다. 5 s에서는 입자 크기분포가

작은 입자군과 큰 입자군으로 양분화되고 있다. 그림

7에서는 입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가 충돌하

는 입자 표면적은 증가하므로 입자가 가지는 평균 음

전하수는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 충돌의 향으로 전체 입자 농도는 감소하

고 전기적 중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자와의 충

돌로 입자들이 가지는 평균 음전하수는 증가하고 있

다. 4 s일 때 입자 크기가 80 nm보다 큰 입자들은

부분 음으로 존재하고 있고 10 nm와 40 nm인 작은

입자들은 중성, 음성, 혹은 양성으로 존재할 수 있음

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에서 동일 전하를 가지는 입

자들 간의 충돌을 무시하 으므로 큰 입자들 간의 입

자 충돌은 기 할 수 없으며 큰 입자들은 작은 입자

들과의 충돌에 의해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1 s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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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article size distributions in plasma reactor for vari-
ous times. 

Figure 7. Particle charge distributions in plasma reactor for
various particle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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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입자들에 한 모드는

일정한 분포폭을 가지면서 입자 크기가 큰 쪽으로 이

동하고 있다.

그림 8에는 입자 충돌에 의한 입자 성장에 입자

하전의 향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진 않은 경우의

입자 크기분포 변화를 시간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냈

다. 입자 하전을 고려한 경우 음전하를 갖는 큰 입자

들은 양전하를 갖는 작은 입자들과 선택적으로 매우

빠르게 충돌하여 성장하므로 입자 크기분포는 작은

입자군 모드와 큰 입자군 모드로 양분된 bimodal 분

포를 갖는다. 또한, 음으로 하전된 큰 입자들은 작은

입자들과의 충돌에 의해 성장하므로 큰 입자들은 단

분산 분포를 갖는다. 입자 하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

우에는 모든 입자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입자

하전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분산도가 더 큰 입자 크

기분포를 보이고 있다.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생성된

입자들은 단분산 크기분포를 가지며 그림 8은 플라

즈마 반응기가 단분산 나노 미립자 제조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SiO2 박막은 고집적회로 제작을 위한 절연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SiO2 박막의 전구체로서 TEOS

(Tetra Ethyl Ortho Silane)은 비부식성과 비열분해성

으로 취급이 용이하다는 장점과 SiH4에 비해 독성이

적고 제조된 산화막은 좋은 균일성을 갖는 장점들을

갔고 있어 SiO2박막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1996; Chen et al., 1999). 그림 9에는 SiO2박막

제조를 위한 TEOS/O2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입자 생

성 조건을 반응기 압력과 전체 기체 유량에 따라 나

타냈다(Kim, 2002).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부분의

입자들이 머물고 있는 플라즈마-쉬스 역에 He-Ne

레이저를 주사하면 레이저가 입자들에 의해 광산란

된다. 반응기 압력과 전체 기체 유량에 따라 광산란

이 일어나는 여부로부터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미립

자 생성 조건을 얻을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플라즈

마 반응기에서 미립자 생성이 반응기 내 압력과

TEOS 농도에 민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Cao and

Mastuokas (2004)는 저온 플라즈마 공정에서 방향족

유기물 전구체를 사용하여 나노 미립자 생성을 연구

하 다. 방향족 유기물 전구체를 사용할 경우 그림

10에서처럼 코어-셀(core-shell) 구조를 갖는 미립자

들이 생성되었으며 입자크기와 셀의 두께는 전구체

종류에 따라 변화함을 보고하 다. Cao and Mastuo-

kas에 따르면 액적 형태의 방향족 유기물 전구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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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s with and
without particle charging effects for various times. Figure 9. Particle formation as a function of reactor pressure

and initial TEO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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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EM images of hollow nanoparticles for various organic precursors (Cao and Mastuokas, 2004).

Figure 11. Size and density of nanoparticles for various discharge frequency (Shiratani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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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반응기로 공급되면 액적 표면에서의 폴리

머 중합 반응에 의해 코어-셀 구조를 갖는 나노미립

자들이 생성된다.

4. 2 펄스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미립자 성장

Shiratani et al. (2003)는 a-Si : H 박막 제조용 플라

즈마 반응기에서 플라즈마 방전 주파수에 따른 나노

미립자 성장을 광산란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

림 11은 플라즈마 방전 주파수에 따른 나노 미립자

들의 크기와 농도를 나타낸다. 입자 성장 초기에 0.5

nm를 갖는 나노 클러스터들이 생성되고 이들로부터

나노 미립자들이 생성된 후 4 nm/s의 성장 속도를

가지며 성장하고 있다. 이들 미립자들은 플라즈마 공

정 중에 박막에 증착되어 미립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플라즈마 방전 주파수가 60 MHz에서는 나노

미립자 생성을 위한 전구체들의 생성 속도가 13.56

MHz와 40 MHz에서보다 느려 나노 미립자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은 60 MHz의 플라즈마

방전 주파수를 사용하면 나노 미립자들의 생성을 억

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미립자 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어 양질의 a-Si : H 박막을 제조가 가능함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Matsui (2006)는 펄스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FePt

합금 나노 미립자를 제조하 으며 펄스 변조에 의해

나노 미립자들의 크기를 제어하 다. 그림 12는 toff

를 4 s로 고정시켰을 때 ton에 따른 나노 미립자들의

크기를 보여준다. ton이 0.5 s에서 30 s까지 증가함에

따라 나노 미립자들의 크기는 10 nm에서 120 nm까

지 증가하고 있다. 큰 입자들은 그림 13에서처럼 입

자 충돌에 의해 성장하여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응집

체 형태를 보이고 있다. 

Kim 그룹(Kim and Kim, 2005; Kim et al., 2007c;

Kim and Kim, 2008a, b; Kim et al., 2008)은 펄스 플

라즈마 반응기에서 미립자 성장에 한 펄스 변조의

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 다. 연속 플라즈마 공정

에서 미립자 성장 분석을 위해 사용된 식(1)은 펄스

플라즈마 공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Kim 그룹(Kim

and Kim, 2008a, b; Kim et al., 2008)은 연속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미립자 성장 분석을 위해 개발된 discrete-

sectional 모델식을 수정하여 펄스 플라즈마 반응기에

서 펄스 변조가 미립자 성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사용하 다. 펄스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입자 충

돌에 의한 입자 성장식을 간략화하기 위해 플라즈마

반응기를 plasma-on 동안은 CSTR로, plasma-off 동안

은 순차유체흐름 반응기로 가정하 다. 플라즈마 반

응기 내로 유체는 u의 속도로 유입되며 입자들은 플

라즈마 벌크 역에서 생성된 후 입자 충돌에 의해

성장한다. Plasma-on 동안은 입자 충돌 중 동일 전하

를 가지는 입자간의 충돌은 무시하 고 반 전하를

갖는 입자간의 충돌, 중성 입자와 중성/양성/음성 입

자간의 충돌을 고려하 다. Plasma-off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입자들은 중성으로 존재함을 가정하여

입자 충돌을 모델화하 다.

그림 14에는 펄스 주기가 1 Hz (ton & toff==0.5 s)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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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verage size of FePt nanoparticles for various plas-
ma duration (ton) (Matsui, 2006).

Figure 13. TEM image of FePt nanoparticles at ton==5 s (Mat-
su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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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회 펄스 주기 동안 입자 크기분포 변화를 시간

에 따라 나타냈다. 플라즈마 방전이 시작되면서(t==

1.03 s) 모노머 생성의 향으로 작은 입자들의 농도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Plasma-on 동안(1.03 s‹t‹

1.5 s), 작은 입자들의 부분은 중성으로 존재하 으

며 큰 입자들의 부분은 음성으로 존재하 다. t==

1.1 s에서 작은 입자들 간의 입자 충동에 의해 큰 입

자들이 생성되고 있다. 큰 입자들이 생성되면서부터

작은 입자들은 큰 입자들과의 빠른 입자 충돌에 의해

소모되므로 작은 입자들의 농도는 감소하고 있고 큰

입자들은 성장하고 있다. t==1.5 s에서 입자 크기분포

는 모드가 2개(10 nm⁄dp⁄35 nm, 35 nm⁄dp⁄100

nm)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플라즈마 방전이 멈춘

이후(1.5 s‹t‹1.9 s)에는 모노머 생성이 중단되므로

입자 충돌에 의해 큰 입자들은 성장하고 작은 입자

들은 소모되어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 Plasma-off 동

안에는 작은 입자들 간의 충돌에 의해 중간 크기를

갖는 입자들도 생성될 수 있고 큰 입자들 간의 입자

충돌도 가능하여 입자 크기분포는 넓게 퍼진 모노모

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t==1.9 s). Plasma-off 동안, 모

든 입자들은 중성이고 반응기 내의 전기적인 반발력

이 없으므로 입자들이 유체 류에 의해 반응기 밖으

로 쓸려나가 입자들의 농도가 plasma-on일 때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14는 toff가 체류시간과

같은 경우이며 t==2 s에서는 플라즈마 반응기 내 모

든 입자들이 반응기 밖으로 쓸려 나간다. 그림 15에

는 펄스 주기가 5 Hz (ton & toff==0.1 s)일 때 1회 펄스

주기 동안 입자 크기분포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

냈다. 펄스 주기가 5 Hz이면 toff가 τres보다 짧아

plasma-off 동안 모든 입자들이 유체에 의해 반응기

밖으로 다 쓸려 나가지 못하여 반응기 내에 남게 되

며 이때의 입자들의 농도는 다음 펄스 주기 동안 입

자 크기분포 계산을 위한 초기조건이 된다. 플라즈마

방전 초기(t==0.22 s)에는 모노머 생성의 향으로 작

은 입자들이 빠르게 생성되므로 작은 입자들의 농도

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 펄스 주기 동안 반응기

내에 남아 있던 큰 입자들도 존재하게 된다. t==0.22 s

에서 입자들은 작은 입자들 (10 nm⁄dp⁄25 nm)과

큰 입자들(25 nm⁄dp⁄200 nm)로 양분된 것을 보이

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자 충돌에 의해 새로운

큰 입자들(20 nm⁄dp⁄45 nm)이 생성되고 작은 입

자들은 큰 입자들과의 충돌에 의해 소모되어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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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article size distributions in plasma reactor for the
pulse frequency of 1 Hz (τres==0.5 s, D==50%).

Figure 15. Particle size distributions in plasma reactor for the
pulse frequency of 5 Hz (τres==0.5 s, 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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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큰 입자들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다. 이때

입자 크기분포는 3개의 입자크기 모드를 갖는다(t==

0.26 s와 0.3 s). Plasma-off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 충돌의 향으로 작은 입자들의 농도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큰 입자들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Plasma-off 동안, 입자하전의 향이 배제된 입자 충

돌의 향으로 t==0.4 s에서 입자 크기분포는 넓게 퍼

진 모노모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Plasma-off 동안에

모든 입자들이 유체 류에 의해 다 쓸려 나가지 못

하고 있다 (t==0.4 s). 그림 16에는 duty ratio가 80%일

때(ton==0.8 s & toff==0.2 s) 1회 펄스 주기 동안 입자

크기분포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t==1.1 s일 때

는 입자 생성의 향으로 작은 입자들의 농도가 높고

입자 충돌에 의해 큰 입자들이 생성된 것을 보이고

있다. toff가 0.2 s (⁄τres)이므로 바로 전 펄스주기에서

성장한 큰 입자들이 Plasma-off 동안 (0.8 s⁄t⁄1 s)

반응기 밖으로 다 쓸려나가지 못하 으므로 t==1.1 s

일 때 입자 크기분포에 이들 큰 입자들에 한 모드

(40 nm⁄dp⁄200 nm)가 나타나고 있다. t==1.1 s 이후

plasma-on 동안, 작은 입자들은 큰 입자들과의 충돌

에 의해 소모되므로 작은 입자 농도가 감소하고 있고

작은 입자들로부터 생성된 큰 입자들은 계속 성장하

여 입자 크기분포에서 작은 입자군과 큰 입자군 간의

차이가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다. t==1.8 s일 때 입자

크기분포는 3개의 입자 크기 모드들(10 nm⁄dp⁄40

nm, 40 nm⁄dp⁄90 nm, 90 nm⁄dp⁄230 nm)로 나뉘

고 있다. Plasma-off 동안, 입자 생성은 멈추고 입자

충돌에 의한 소모로 작은 입자들의 농도는 빠른 속도

로 감소하고 있고 큰 입자들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

다. 그림 16에서 plasma-off 동안보다 plasma-on 동안

에 큰 입자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lasma-on

일 때보다 plasma-off일 때가 입자 크기 분포에 미치

는 유체 류의 향이 더 크므로 plasma-off 동안

입자들의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5. 전 망

반도체용 박박 제조 공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저

온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나노 미립자 생성과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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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article size distributions in plasma reactor for the duty ratio of 80% (τres==0.5 s, fp==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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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보았다. 저온 플라즈마 공정은 초고집적 회

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인 미세형

상 가공 공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나노 반도체 소자

뿐만 아니라 집적회로 제작기술을 이용한 태양전지

및 MEMS/NEMS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다. 향후 나

노 소자를 이용한 응용 분야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

되리라고 예상됨에 따라 나노 소자 제조 공정에서의

저온 플라즈마 공정의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리라고

전망된다. 저온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하여 나노 소자

제조를 위한 양질의 박막을 효율적으로 제조하기 위

해서는 미립자 오염을 최소화하여 재료나 소자의 성

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박막 증착 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실험적으로 저온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한 양질

의 박막 제조 연구가 활발한 상태이며 반응기 디자인

및 전력 공급 방법 등을 달리하여 저온 플라즈마 공

정에서의 나노 미립자 생성을 억제하고자하는 연구

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온 플

라즈마 공정에서 나노 미립자 생성과 성장 및 거동

등을 전반적으로 체계화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플

라즈마 공정에 의해 박막 제조시의 나노 미립자 생성

기작에 한 처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플라즈마 공정에서는 열 및 물질전달, 화학반응, 입

자형성, 균질핵화, 응축, 충돌, 확산, 열 동 등의 현상

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 제반현상을 고려한 반

응기의 분석 및 해석에 의해 반응기 각 공정변수가

나노 미립자 생성과 성장에 미치는 향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저온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나노 미

립자 생성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양질의 박막을 높

은 증착 속도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에어로졸 공학과

화학반응공학과 재료공학 및 물리/화학분야에 종사

하는 연구자들의 학제 간 공동연구가 필연적으로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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