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4.24.11.573
Korean J. Mater. Res.
Vol. 24, No. 11 (2014)

573

PdOx가 도핑된 나노 기공구조 SiO2/Si 기반의 수소 게터 제작 및 특성평가

엄누시아
1
·임효령

1
·최요민

1
·정영훈

2
·조정호

2
·좌용호

1†

1한양대학교 융합화학공학과, 

2한국세라믹기술원 전자소재융합본부 지능형전자부품팀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Hydrogen Getter Based on 

Palladium Oxide Doped Nanoporous SiO2/Si Substrate

Nu Si A Eom1, Hyo Ryoung Lim1, Yo-Min Choi1, Young-Hun Jeong2,

Jeong-Ho Cho2 and Yong-Ho Choa1†

1Department of Fusion Chem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nsan 426-791, Korea
2Intelligent Electronic Component Team, Electronic Materials Convergence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 Technology, Seoul 153-801, Korea

(2014년 8월 20일 접수: 2014년 9월 26일 최종수정: 2014년 10월 1일 채택)

Abstract The existing metal getters are invariably covered with thin oxide layers in air and the native oxide layer must be

dissolved into the getter materials for activation. However, high temperature is needed for the activation, which leads to

unavoidable deleterious effects on the devices. Therefore, to improve the device efficiency and gas-adsorption properties of the

device, it is essential to synthesize the getter with a method that does not require a thermal activation temperature. In this study,

getter material was synthesized using palladium oxide (PdOx) which can adsorb H2 ga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hydrogen and moisture absorption, a porous layer with a large specific area was fabricated by an etching process and used as

supporting substrates. It was confirmed that the moisture-absorption performance of the SiO2/Si was characterized by water

vapor volume with relative humidity. The gas-adsorption properties occurred in the absence of the activation process.

Key words gas getter, hydrogen adsorption, solution process, nanoporous SiO2/Si substrate.

1. 서  론

게터(getter)란 일종의 흡수제로 밀폐된 진공계에서 잔

류가스 및 발생가스 (수소, 산소, 수분 등)를 화학적으

로 흡착하여 제거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하게 극

도의 진공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금속 또는 화

합물로 제조된 소재이다.1) 게터는 용도와 조건에 따라 적

합하도록 다양한 재질 및 형태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에 고진공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게터가 사용되는데, 반

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가스는 반도체 디바이스

에 손상을 입히는 가스로, 디바이스의 성능저하 및 수

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디바이스 내에 게터를 부착시킴으로써, 반도체 공정에

서 발생되는 불순가스를 흡착 및 제거하여 진공도를 유

지시키고, 제품의 수명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2) 그

러나, 현재 사용 되고 있는 게터는 Zr, Ti과 같은 금속

기반의 물질로써 표면이 산화막으로 보호받고 있어 디

바이스 내에 부착 후 게터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게

터의 성능이 작용되기 위해서는 표면 산화막을 제거하

는 활성화 단계가 필요한데, 부착된 벌크 게터를 진공

중에서 수 백도(oC) 까지 가열하면 표면의 산화막은 내

부로 확산되고, 깨끗한 게터 면이 형성되어 게터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3) 활성화 단계를 위해서는 게터 내

부에 추가로 열원을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된 열원의 높

은 온도에 의해 주변 장치가 변형 및 파괴되어 장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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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특성을 열화시키므로 디바이스 내부에 열손상 방

지 물질을 코팅하여 열원으로 인한 디바이스의 열화현상

을 피해야 한다.4) 최근에는 활성화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게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낮은 활성화 온도(< 180
oC)를 갖는 Ti계의 합금을 이용한 박막형 게터가 발표

되었다.5) 하지만 낮은 활성화 온도라도 디바이스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활성화 공정을 위한 열원 부

착은 디바이스 자체의 소형화에 문제가 된다. 게터가 적

용되는 제품들은 점차 구조가 복잡해지고 소형화 되고

있기 때문에 게터 특성의 고성능화를 통한 소형화가 필

수적이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 공정 없이 작용

가능한 PdOx/SiO2/Si의 수소 게터를 제작하였으며, 실리

콘 기판을 이용하여 디바이스 내에 직접적인 부착 및 소

형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수소 흡착 물질 PdOx로 수소

가스를 흡착하게 한 후, 수소가스와 PdOx로 인해 생성

된 수분은 실리콘 기판에 SiO2층을 형성시켜 흡습시켰

으며, 수분 흡습량 향상을 위하여 실리콘 기판을 나노

기공 구조로 하여 SiO2층 표면적을 극대화 하였다. 제

작된 PdOx/SiO2/Si는 게터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진공중에서 수소 및 수분 흡습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소 게터의 기판으로 P타입(100)의 실

리콘 웨이퍼, 수소흡착물질로 Pd 금속을 선정하였다. 기

판으로 사용될 P타입(100) 실리콘 웨이퍼를 아세톤과 증

류수로 세척한 뒤 기판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황산

(H2SO4):과산화수소(H2O2):탈이온수(H2O)를 6:3:1의 비율

로 섞인 용액에 담가 80 oC에서 10분 동안 처리하였고,

10 wt% HF 용액으로 실리콘 기판 표면의 산화층을 제

거하였다. 세척된 웨이퍼 위에 수소흡착입자를 합성하기

위하여, 박막증착공정인 E-beam 공정으로 Pd 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5 nm 이하로 올린 후 550 oC, 650 oC에서 2

시간 열처리하여 수십 nm 크기의 금속 입자를 형성시켰

다. 금속 입자가 형성된 웨이퍼는 양극산화로 수 um의

다공층을 형성시켜 비표면적을 극대화 하였다. 양극산화

에 사용된 용액은 30wt%H2O2:10wt%HF = 1:10 비율로

제조되었으며, 1 mA/cm2의 전류를 상온에서 1분, 5분,

15분 유지하였다. 다공층의 실리콘 웨이퍼 기판은 질산

용액에서 110 oC에서 2시간 화학식각처리하여 수분 흡착

산화물인 SiO2층을 형성 시켰다. 제작된 게터는 SEM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판 다공층의 두께 및 형상을 파악하

였고,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생성된 수분흡착산화물은

TEM분석(JEOL사, JEM-4010)으로 SiO2층의 형성 및 두

께를 확인하였다. 실리콘 기판 표면에 도핑된 희소금속

은 XRD의 회절 패턴과 XPS 분석을 통하여 상 분석을

하였고, 게터로서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분 및 수

소 흡습량을 측정하였다. 수분특성은 BEL Japan 사의

BELSORP-aqua3을 사용하였고, 부피법으로 등온흡탈착

곡선을 얻었다. 측정온도는 25 oC로 유지되었으며 흡착

에 사용된 증기는 3차 증류수를 80 oC로 가열하여 얻은

것을 사용하였다. 수소흡습 특성은 ASAP 2020 장비를

이용하여 90 oC에서 30분, 300 oC에서 4시간 탈가스 처

리하여 수분 및 잔존 가스를 제거한 후, 환원과정 없이

50 oC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소흡습분석에 앞서 별도

의 활성화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수소농도 변화에 따

른 압력 변화를 기반으로 수소흡습평가를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게터의 수소흡착물질로 사용될 PdO 입

자 합성에 박막 증착을 이용한 합성법을 제시하였다. 박

막 증착을 이용하여 입자를 형성할 시 입자가 기판에 박

막으로 증착된 형태이므로, 추후에 디바이스 내에서 게

터로서 사용될 때 입자 박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형성된 입자는 열처리 온도

조건에 따라 입자 크기 제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Fig. 1은 실리콘 기판 표면에 게터에 수소흡착 물질로

사용될 Pd를 박막증착 시킨 후 열처리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된 입자 SEM 사진이다. 균일하고 미세한 입자를 형

성시키기 위하여 실리콘 기판 위에 Pd 박막을 올린 후

열처리 온도에 따른 나노 입자 형성을 확인하였다. Fig.

1(a)와 같이 e-beam 후에는 박막으로 증착되어 있으며,

550 oC에서 열처리 공정을 진행한 Fig. 1(b)의 경우 표

면에 Pd 입자의 형태를 나타내고, 온도가 높은 Fig. 1(c)

에서는 구형의 입자 형상이 확인되었다. 만약 열처리 온

도가 650 oC보다 고온일 경우 입자 성장에 의한 조대한

입자가 형성되어 불규칙한 입도크기 및 분포가 예상된

다. 입자 형성의 적절한 열처리 온도는 650 oC로 Fig.

1(b)에서 평균 크기 약 30 nm의 Pd 나노 입자가 균일하

게 분포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2는 금속 입자를 올린 실리콘기판에 전기화학적

양극산화법을 이용하여 시간조건에 따라 다공층을 형성

시킨 SEM 이미지이다. PdOx입자를 올린 실리콘 기판

에 1 mA/cm2의 전류밀도를 인가시키며 1분, 5분간 양극

산화를 진행하여 약 1 µm, 5 µm 두께의 다공층을 형성

시켰다. 같은 전류 밀도로 15분 양극산화시킨 실리콘 웨

이퍼는 수십 µm 이상의 두께의 다공층이 형성된 것을

Fig. 2(a)-(c)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Fig. 2(d), (e)에서 양

극산화 초기에는 양극산화 시간이 1분에서 5분으로 증가

할수록 기공 직경이 증가하지만, Fig. 2(e), (f)의 5분, 10

분에서는 기공 직경의 크기 변화가 없었다. 양극산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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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수소(H), 산소(O)가 결합하면서 다공질 실리콘 표

면에 실리콘-수소-산소 화합물이 형성되는데, 기공 측면에

형성되는 규산은 식각을 방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측면

식각량이 시간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게 된다.7) 양극

산화에서 시간조건은 다공층 두께 조절에 용이하므로 시

간에 따른 다공층 두께를 조절하여 수분 효율 향상을 위

한 비표면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Fig. 3(a), (b)는 실리콘 기판위에 형성된 SiO2층을 확

인해 보고자 Pt 코팅한 후 FIB 공정을 이용하여 TEM

분석한 사진이다. 본 연구의 게터는 금속 기반 수소반

응산화물과 수소의 반응에 의해 Metal과 H2O가 발생되

는 “1차 반응”과, 발생된 H2O가 수분흡착산화물에 흡착

되는 “2차 반응”을 이용해 두 가지 가스를 흡착하는 원

리의 가스흡착물질이다. 이에 2차 반응에 이용될 수분흡

Fig. 1. SEM images of formed Pd particles on Si wafers with different isolation temperature. (a) No heat treatment, (b) 550
o
C, (c) 650

o
C.

Fig. 2. Surface and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porous layer formed on the Si substrate after anodizing process with particles type

and etching time: Cross section: (a) 1 min, (b) 5 min, (c) 15 min, Surface: (d) 1 min, (e) 5 min, (f) 1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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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산화물 소재로 SiO2를 합성하기 위해 실리콘 기판을

질산용액에 화학적 식각 처리하였다. 실리콘 옥사이드는

수분 흡착 특성이 우수하며, 저렴하고 낮은 온도에서 간

단한 공정으로 실리콘 기판 표면위에 박막으로 형성되

는 장점을 갖는다.8) Fig. 3(b)에서 실리콘 기판 위에 10

nm 두께의 실리콘 옥사이드 층을 확인하였으며, 생성된

SiO2/Si 시편의 수분 흡착 특성을 Fig. 3(c)를 통하여 분

석하였다. 상대습도(P/PO) = 1에서 최대 수분 흡착량은 약

0.7363 cm3/g이며, 상대습도가 감소할수록 수분 흡착량이

감소하였다. 통상적으로 수분 흡착 능력은 상온에서 상

대습도가 35 %인 조건에서 흡착된 부피 값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9) 본 연구에서 합성된 SiO2/Si은 상대습도 35

%일 때, 0.0935 cm3/g의 수분 흡습성을 나타났다. 수분

흡습특성을 통하여 합성된 SiO2/Si에서 수분 흡착 가능

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PdOx/SiO2/

Si가 추후 디바이스 내의 게터로 사용될 때, 수소가스 흡

착 및 잔존 산소와 반응에 의한 수분을 SiO2/Si를 통하

여 제거시킴으로써, 디바이스 내의 H2, O2, H2O로 인한

오염 및 성능 저하 문제점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금속내의 수소농도가 증가하여 어느 정도 수소가 합금

되면 수소화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합물상으로 상변화

가 일어나서 다량의 수소를 흡수하게 되지만 주변 수소

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수소가스를 탈착하게 된다.10)

수소흡착물질로 사용될 Pd 입자의 경우 적절한 조건하

에서 자신부피의 900배의 수소를 흡수할 수 있으나11) 주

변 수소 농도 및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수소를 탈착 시

킬 수 있다. 수소가스의 탈착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Pd

입자를 PdO로 산화시킴으로써, 아래의 반응식 (1)을 통

해서 수소가스를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다.12)

PdO(s) + H2(v) → Pd(s) + H2O(v) (1)

열처리로 형성된 PdO2는 환원 가스에 의해 쉽게 PdO

로 산화되며13) PdO도 다른 금속산화물에 비하여 환원되

는 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수소를 만나 쉽

게 환원되므로14) 저온에서 사용될 수소흡착재로 적합하다. 

Fig. 4(a)에서 Pd 입자 합성시 열처리 온도에 따라

300 oC 이후부터 700 oC 까지 PdOx로 상변화가 확인된

다. 본 연구에서 Pd 입자 생성을 위한 열처리는 650 oC

이며, 열처리 온도에 의해 Pd 입자가 생성되고 동시에

PdOx로 상변화가 나타나므로 추가적인 산화 열처리가 필

요하지 않다. 또한, Fig. 4(b)의 XPS 분석을 통하여 각

온도에 따라 Pd3d 결합에너지가 335 eV → 336 eV →

337.5 eV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산화에 의

한 결합에너지 이동으로 기존 문헌상의 PdO, PdO2의

Pd3d 결합에너지와 일치한다.15) 합성된 PdOx의 수소흡

습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소농도 변화에 따른 압

Fig. 3. The (a) low resolution and (b) high resolution TEM images of the wafer surface Si/SiO2 layer and (c) H2O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for the porous silicon dioxide on Si substrate at 25
o
C. 

Fig. 4. (a) XRD, (b) XPS data of formed Pd particles on Si wafers with different isolation temperature. (c) H2 adsorption capacity of PdOx/

SiO2 substrate at 50 oC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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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변화를 기반으로 수소흡습량을 측정하였다. 팔라듐을

이용한 수소흡착특성은 50 oC에서 우수한 수소흡착 특성

을 나타내는데, 수소흡착 특성은 측정온도에 의존하므로

만약 측정 온도가 더 높거나 낮으면 isotherm은 오른쪽

이나 왼쪽으로 이동한 형상을 나타낼 것이다.16) Fig. 4(c)

에서 607 mmHg의 기압에서 수소흡착량은 약 0.06 cc.torr/

cm2이며, 측정시 가장 낮은 기압 56 mmHg 에서는 약

0.001 cc.torr/cm2의 흡착량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제

작된 PdOx/SiO2 기판은 별도의 활성화 공정 없이 모든

압력범위에서 수소 흡습량을 확인하였으며, 고진공 조건

에서 게터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게터로서 사용하

기 위해서는 향후 ASTM 규격에 따른 압력 유지 확인

및 상용화 되고 있는 게터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소흡습특성이 우수한 PdOx를 이용하

여 활성화 공정이 필요없는 수소 게터를 합성하였다. 진

공중에서 PdOx입자를 이용하여 수소가스를 흡수시켜 제

거한 후, PdOx 입자와 수소 가스 반응으로 생성된 수

분을 실리콘 기판위에 형성된 SiO2를 이용하여 제거하

게 하였다. 수분 흡착 효율 향상을 위하여, 양극산화법

으로 실리콘 기판 표면에 수 µm 의 다공층 형성시켜 기

판의 비표면적을 극대화 시켰다. 제작된 게터는 별도의

활성화 공정 없이 저온에서의 수소 게터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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