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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홀로그램을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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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레이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N2 플라즈마를 진단하였다. 홀로그램 이미지에서 추출한 데이터는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와 langmuir probe로 측정한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홀로그램 센서가 플라즈마의 전기
광학적 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홀로그램 안에 이 같은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원리는 빛을 구성하는 양
의 전하를 가지는 입자와 진공을 채우고 있는 음의 입자가 함께 형성하는 전자기적 에너지 필드의 형성에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해서 그간 개발된 센서들을 소개한다.

1. 서론

   플라즈마는 미세 패터닝과 박막증착에 이용되고 있다. 플라즈마 공정의 균일성 (uniform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라
즈마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요구되며,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 langmuir probe와 같은 인-
시츄 센서가 이용되고 있다. 최근 레이저 홀로그램 기술이 플라즈마 공정 감시에 응용된 바 있으며, 홀로그램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종래의 센서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강한 상관성을 보인 바 있다 [1-2]. 이 같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렝이저 
빛이 지나가는 통로에 전자기적인 에너지 필드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의 광자모델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실험적 증거가 보고된 바 있으며 [3-8], 이 보고에서는 빛이 물질이고 물질은 양의 에너지 (또는 전하)를 가
진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확인된 상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의 빛에너지와 음의 진공에너지를 결합한 모
델이 제시된 바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홀로그램의 기본원리, 이를 이용한 플라즈마 감시 및 진단 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레이저 홀로그
램을 이용한 다양한 특허 기술 성능을 소개한다.

2. 본론

   N2 가스 유량을 3에서 18 sccm까지 변화시키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 레이저 홀로그램 센싱 시스템을 이용하여 홀
로그램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홀로그램 이미지의 픽셀합 분포함수 (pixel sum distribution function)를 추출하였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레이스케일 범위에서 픽셀합 A와 B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픽셀합-A은 가스유량에 따라 매우 복잡한 변이를 
보였다. 다른 픽셀합-B는 유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일한 플라즈마 조건에서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와 langmuir probe를 이용하여 방출광의 강도와 이온밀도를 측정하였다. 픽셀합-A는 복잡한 변이임에도 불구
하고 OES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다른 픽셀합-B는 이온밀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홀로그램 센
서는 이온밀도와 방출되는 빛의 변이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높은 상관성은 홀로그램 센서가 서
로 다른 전기광학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관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플라즈마 입자가 
지나갈 수 있는 전자기적 에너지 필드가 레이저 빛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며, 관련 메커니즘이 설명된 바 있다 [2].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스 변이에 따른 플라즈마 입자의 거동을 진단하였다. 홀로그램 센서 데이

터와 기존 센서 데이터간의 강한 상관성은 홀로그램에 플라즈마 하전입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빛에 의해 전자기적인 

에너지 필드가 형성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이 밝혀진 빛의 특성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센서 개

발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며, 다른 센서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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