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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 system에서 공정가스와 압력에 따른 z축 방향의 이온포화 전류밀도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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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플라즈마 진단법 중 내부에 삽입하여 측정하는 단일 랭뮤어 탐침법은 플라즈마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탐침에 (-)극을 걸어서 들어오는 전류를 통해서 이온포화 전류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결합플라즈마에 
흐르는 가스와 압력에 따라서 변화를 확인하였다. H2, Ar, CF4 gas로 10 mTorr, 70 mTorr, CF4 주입위치의 조건으로 플라
즈마 밀도를 구하였다. 

1. 서론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탐침을 플라즈마에 삽입하여 플라즈마 밀도, 전자온도, 플라즈마 전위, 플로팅 전위 등
의 플라즈마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1] 이 랭뮤어 탐침은 국부적인 측정방법으로서 모든 지역을 평균하여 측정하
는 방식이 아니라 탐침이 위치한 곳의 플라즈마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 탐침을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공간내의 플라즈
마 공간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2. 본론 

 본 연구는 AE RPS (remote plasma source)내에서 공간 내 이온포화 전류밀도를 구하였다. 이 RPS 내부는 직경이 50 mm, 
길이가 260 mm로 외부에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안테나가 감겨있다. 안테나에는 2.4 MHz가 인가되고 공정가스
는 수소, 아르곤, 사플루오르화탄소이다. 아르곤을 기본으로 z축 방향으로 공간으로 스캔하였으며 총 스캔 범위는 350 mm
이다. 공정압력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고, 혼합가스에서 사플루오르화탄소의 주입위치와 압력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였다. 
단일 랭뮤어 탐침은 텅스텐으로 직접 제작하였고, DC -40 V를 인가하여 측정하였다.

Fig. 1. Result for Ion saturation current, (A) Result of Ar 50 sccm, RPS 700 W, (B) Result of CF4 Top/Mid inlet

3. 결론

 가스와 압력에 따른 이온포화 전류밀도를 구하였다. Ar 가스에서 압력에 상승하면 플라즈마가 더 넓은 공간에 퍼지며, 70 

mTorr에서 10 mTorr로 감소하면 1.03 mA가 감소하였다. 압력이 변화하면서 국부적인 이온화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2]
 혼합

가스에서는 CF4가 플라즈마 소스 내부로 흐르는 경우 1.304 mA에서 2.193 mA로 증가하였고, 플라즈마 영역도 약 2.2 배 증

가하였다.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영역은 3차원이므로 플라즈마 밀도가 약 10 배 증가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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