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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 for plasma resistant ceramic material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y requiring plasma
processing to realize ultra fine circuit process. Among promising candidates, alumina ceramics have still some advantages with respect
to its economic aspect. In this study, fabrication of plasma resistant alumina ceramics was tried, and its processing optimization was
also aimed. Careful processing control and thereby uniform microstructure of Al2O3 gave rise to enhanced plasma resistance, even
comparable to market-governing commercial Al2O3. A further study is needed concerning β-Al2O3 materials system, presumably
playing a decisive role in decreasing plasma resistance of Al2O3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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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는 표면을 미세 가

공하거나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에칭 장비나 박막을 입

히는 증착 장비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i 웨이퍼에 형

성된 실리콘 산화막 제거나 고집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초

미세 가공용 에칭공정에서 플라즈마 발생 기구를 갖춘 구

성의 채택이 최근 들어 증가되고 있으며,
1)

 증착공정에서

도 고밀도 플라즈마 증착 장비들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사용가스로는 염화붕소(BCl)같은 염소계 가스

나 불화탄소(CF4)같은 불소계 가스 등의 부식성 가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플라즈마공정 환경에서는 챔버내부

구조를 구성하는 부재 역시 플라즈마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 부재는 플라즈마 방전에 의한 분자해리로 발생하는 여

기분자나 라디칼이온 등과 반응하여 식각이 일어나 표면

을 구성하는 결정입자가 이탈하는 등 공정에 나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반도체 에칭공정의 경우, 이탈한 입자가

반도체 웨이퍼나 하부전극 등에 부착하여 에칭의 정밀도

등에 악영향을 주어 반도체의 성능이나 신뢰성이 손상되

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2)

 따라서 플라즈마공정 장비의 챔

버내부용 부재에는 내플라즈마 특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3)

 

현재 플라즈마공정용 챔버 내부재로서 벌크 Al2O3 소재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내플라즈마성이 우수하지

못하여 잦은 부재교체와 이에 따른 생산 공정이 지연되

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플라즈마성

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파이어, 벌크 Y2O3 또는 박막

Y2O3
4)

, YAG(Yttrium Aluminium Garnet), AlN 소재 등

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l2O3 소재는 소재 입수가 용이

하고 저비용이며, 그 제조공정의 최적화가 이미 상당부분

알려져 있으며, 국내 세라믹스 소재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Al2O3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경제적, 실용적, 산업적 측면

에서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소재이므로 내플라즈마성이

우수한 Al2O3 부품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생산이 필요

한 실정이다.

플라즈마환경에서의 세라믹스 부식현상은 반도체 및 디

스플레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

서야 주목받기 시작한 현상이다. 그 부식 기구는 아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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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화학부식 기구와 유사

할 것으로 추측되고는 있으나 내플라즈마성 세라믹스 소

재개발의 근본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화학적

부식은 입계에서 주로 일어나며, 이는 불순물에서 기인한

입계 유리상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5,6)

 또한, 부식

환경과의 접촉 면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알루미

나 소재의 기공률 또는 밀도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소재의 내플라즈마성 시험법 역시 극히 최근에 이르러서

야 표준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실제 플라

즈마 환경에서의 부식특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7,8)

 이전

까지는 끓는 불산과 염산의 혼합물을 사용한 부식 환경

에서의 식각률 또는 무게감소로 표현하였으며, 소재의 내

산성이 우수하면 내플라즈마성 역시 우수하리라 생각되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산에 의한 부식의

경우, 입계에서 주로 선택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입계불순

물의 영향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기지로부터의 입자탈락

이 수반되고 이런 현상은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입계의 노출을 동반하게 되어 반복 진행하게 된다. 플라

즈마 부식의 경우에도 이러한 불순물 및 미세구조의 영

향은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덧붙여

플라즈마 환경 만에 의한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

어 이를 산에 의한 부식과 플라즈마에 의한 부식이 비례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의 근거로 사

용하였다. 실제로 일부 국외 내플라즈마성 알루미나 생산

업체에서도 그 내식특성을 산을 사용한 부식 환경에서의

무게감소로 표현한 바 있다.
9)

본 연구에서는 내플라즈마성 Al2O3 소재용 제조공정 개

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산성과 내플라즈마성이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는 가정아래 끓는 불산과 염산의 부

식 환경에서 단위 면적당 무게감소를 내플라즈마성의 척

도로 삼았다. 최적의 공정변수 확립과 균일 미세구조 제

어를 통한 내플라즈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현재 플라즈마공정용 챔버부재로 국내외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부재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다양한 공정변수에 따른 내플라즈마성의 변화를 관찰하

였으며, 아울러 부식현상 관찰을 통해 알루미나소재의 부

식공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Al2O3 소재는 일반적인 분말공정에

따라 제조하였다. 출발 Al2O3 분말로 순도 99.8%, 평균입

경 0.40 µm, 비표면적 7.54 m
2
/g의 상용 Al2O3(AES-11,

Sumitomo, Japan)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말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무건조용 슬러리 제조를 위해 우레탄

재질의 볼밀용기에 Al2O3 분말(60~80 vol%)과 증류수, 결

합제, 분산제, 가소제 등의 유기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투

입한 후, ~5 mm 직경의 볼 미디어를 사용하여 6~12시간

동안 밀링 및 혼합하였다. 슬러리 점도는 고상 Al2O3 분

말 함량 및 유기첨가제의 첨가량을 통해 조절하였다. 사

용한 볼 미디어의 순도 및 재질은 93% 및 99.5%의

Al2O3와 99.8% 3Y-TZP 이었다. 볼 밀링 시 밀링 용기의

약 50 vol%를 슬러리와 볼 미디어로 채워 분쇄 및 혼합

하였다. 준비된 Al2O3 슬러리를 탈포한 후, 노즐형 또는

디스크형 분무건조기를 통해 알루미나 과립을 제조하였

다. 이때 입구 및 출구온도와 노즐 압력, 디스크 회전속

도 등의 조절을 통해 과립의 형상, 크기, 크기분포를 제

어하였다. 이 후부터 93% Al2O3 볼 미디어를 사용하고 슬

러리 물성조절(점도, 유기첨가제의 종류 및 첨가량 조절)

과 적정 분무건조 공정을 적용한 공정을 ‘공정 A’, 99.5%

Al2O3 볼 미디어를 사용하고 다른 적정 공정조건을 적용

한 것을 ‘공정 B’, 3Y-TZP 볼 미디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적정 공정조건을 적용한 것을 ‘공정 C’라 명명하였다. 성

형체내의 조밀 과립충진을 위해 Al2O3 과립을 진동 충진

시킨 후, 1700 kgf/cm
2
의 압력으로 냉간정수압성형(Cold

Isostatic Pressing, CIP)하고 가공하여 5 mm×5 mm×30 mm

의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Al2O3 성형체를

1600
o
C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조한 알루미나 소재의 부식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인 상용 Al2O3 소재(이후

reference Al2O3로 표기)를 입수하여 이 후의 시험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입도분석기(Master Sizer 2000, Malvern Instrument,

England)를 사용하여 출발Al2O3 분말, 밀링 후 Al2O3 분말

및 Al2O3 과립의 입도를 분석하였다. FE-SEM (JSM-

6500F, JEOL, Japan)으로 Al2O3 과립, 성형체, 소결체 및

부식 후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으며, 부착된 EDS로 국부

적인 영역의 성분을 정성 및 유사정량 분석하였다. 열분

석기(Auto-TGA Q500, TA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유기물 분해온도 영역을 결정한 후 열처리 조건을 정하

였다. 성형체의 기공크기 및 분포는 mercury porosimeter

(Pascal 140+440, Thermo Finnigan, Italy)로 측정하였고,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arting Al2O3 Powder Provided by

Supplier

Powder characteristics

Mean particle size, µm 0.4

Specific surface area, m
2
/g 7.54

Composition, %

Al2O3 99.8%

Na2O 0.03%

SiO2 0.04%

Fe2O3 0.01%

Ignition los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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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밀도는 성형체의 크기 및 무게측정을 통해 측정하였

으며 소결밀도는 아르키메데스 법으로 측정하였다. 3%

HF+15% HCl의 산성 용액을 중탕시켜 끓인 후 Al2O3 소결

체를 24시간, 48시간 동안 침적시켜 부식시험을 하였다. 부

식 전후 Al2O3 소결체의 단위면적당 무게감소를 측정하여

부식성을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출발 Al2O3 분말의 입도분포와 Al2O3 분말(고상함량

60 vol%)에 유기첨가물을 혼합한 Al2O3 슬러리의 볼 미디

어에 따른 6시간 밀링 후 입도분석 결과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출발 Al2O3 분말(평균입경 0.4 µm)은 0.04~9 µm

의 넓은 영역에 걸쳐 심하게 응집되어있는 bimodal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3종의 볼 미디어를 사용해 6시간 동

안 밀링한 알루미나 슬러리는 0.1~6 µm의 입자크기를 갖

는 상대적으로 좁은 정규분포를 보였다. 밀링 전후에 따

라 출발 Al2O3 분말의 최저 입자크기는 증가하고 최고 입

자크기는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출발 Al2O3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tarting Al2O3 powder and

Al2O3 slurry after 6 h milling with different milling

medias.

Fig. 2. Granule size distribution after spray drying of Al2O3

slurry prepared by different processes.

Fig. 3. Micrographs of Al2O3 granule after spray drying

showing its (a) size distribution, (b) spherical surface

morphology and (c) dense internal structure. (dark area

in (c) is residual mounting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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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중 약 2 µm 이상의 응집입자가 효과적으로 분쇄되

고, 동시에 0.1 µm 이하의 매우 미세한 입자들은 분쇄 시

사용된 증류수를 매개로 응집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3Y-TZP 볼을 사용한 경우에서 밀링 후 평균입경의

미세한 감소가 보였을 뿐 사용한 볼 미디어의 종류에 상

관없이 거의 유사한 밀링 후 평균입경 및 입도분포 경향

을 나타내었다.

Fig. 2에 분무건조 공정조건에 따른 Al2O3 과립의 입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최소과립 크기는

~6 µm, 최대과립 크기는 ~200 µm의 정규분포곡선을 나타

내었다. 과립의 평균입경은 30~40 µm의 크기 범위를 나

타내었다. 최적의 분무건조 공정조건으로 제조된 Al2O3

과립의 형상은 거의 구형이며 과립내부도 치밀한 미세구

조를 나타내었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과립의 크기분포와

함께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명시하지는 않았

지만, 과립의 입도분포 및 구조특성은 분쇄 후 입도분포

경향(분쇄효율)에 상관없이 주로 슬러리 점도특성과 분무

건조 타입, 입구온도, 출구온도, 분무압력 등의 분무건조

공정 변수의 영향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노즐타입이 디스크타입의 분무건조

보다 과립의 형상은 우수하지만, 작업의 편의성이나 생산

성은 떨어진다. 디스크타입의 경우 과립의 형상이 불규칙

하고 과립의 속이 비어있는 중공상 과립결함이 많이 관

찰되었다. 아울러 입구온도를 높이면 건조속도의 증가로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과립 내부와 표면간의 건조속도 차

이로 인한 결합제의 불 균일 분포와 과립파괴 경향이 증

가한다. 이러한 과립결함의 예를 Fig. 4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공정조건에 따라 제조된 Al2O3 성형체 및 소

결체의 물성을 나타내었다. 이때, 성형압력은 1700 kgf/cm
2
,

소결조건은 1600
o
C 4시간으로 동일하였다. 성형강도에 있

어서 공정 B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우수할 뿐 성형밀도,

소결밀도, 소결수축률, 소성감량 등 제반 물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형성을 좌우하는

인자인 과립의 입도분포가 거의 유사하고(Fig. 2) 또 소결

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분쇄 후 입도분포가(Fig. 1) 공

정조건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공정 B의 성

형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성형강도

Table 2. Characteristics of Green and Sintered Al2O3 Prepared

by Different Processes

Process A
*

Process B
*

Process C
*

Green density, g/cc 2.29 2.28 2.27

Green strength, kgf/mm
2

0.23 0.28 0.22

Sintered density, g/cc 3.91 3.92 3.93

Sintering shrinkage, % 17.0 17.0 17.2

Weight loss during heat 

treatment, %
1.9 2.0 2.2

*Refer to section ‘Experimental Procedures’

Fig. 4. Granule defects of so-called ‘donut’ type hollow Al2O3 granule; (a) surface and (b) internal structure.

Fig. 5. Pore size distribution of green Al2O3 ceramics prepared

by differen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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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 입자의 형상, 입자간의 접촉빈도 및 성형압력과

밀접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각 공정에 사용한

출발 Al2O3 분말이 동일하고 동일한 성형압력을 사용했

으므로 그 형상과 성형압력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어, 공정 B에서 보인 상대적인 성형강도의 증가는 성

형체내 과립의 상대적인 조밀충전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성형체 내부의 분말충전상태를 porosimeter를 사용하여 확

인하였으며 이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평균 기공크기는

공정에 상관없이 ~0.09 µm 정도 이었으나, 공정 B로 제

조된 Al2O3 성형체에서 ~0.09 µm 크기 기공의 부피 분율

이 최대로(~45%) 나타나 상대적으로 균일한 기공크기분

포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 A의 경우

~70 µm 크기의 거대 기공이 ~10% 정도 존재하였으며, 이

는 많은 성형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에

공정 B로 제조한 조밀충전 성형체의 내부 미세구조와 소

결체의 표면 미세구조를 보였다. 저배율의 사진으로부터

넓은 영역에 걸쳐 성형체 및 소결체의 미세구조가 균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소결 후 최종 밀도는 ~3.92 g/cc로

~98.6%의 상대밀도 값을 나타내어 치밀화가 완료된 것으

로 생각된다.

Fig. 7에 적정 공정조건에 따라 제조된 Al2O3 소재와

reference Al2O3 소재(상대밀도 ~98.5%)의 부식 시험결과

를 나타내었다. 부식특성은 3% HF+15% HCl 의 중탕 혼

합용액에서 24시간, 48시간 동안 부식시킨 후의 표면적당

무게 감소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부식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게 감소는 증가

하였으며, 이는 내식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24시간,

48시간 후의 내식성은 공정 B>공정 C>공정 A>reference

Al2O3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가장 우수한 내식특성을 보

인 공정 B로 제조한 알루미나 소재의 24, 48시간 무게 감

량치는 각각 0.29, 0.66 mg/cm
2
이었으며, 이는 reference

Al2O3의 0.99, 2.68 mg/cm
2
에 비해 ~1/4 정도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성형체 및 소결체 미세구조의 균일성이 부식

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어준다.

특히, 24시간 이후의 부식특성이 reference Al2O3의 경우

더욱 감소하는 것(기울기 증가)과 비교해 공정 B로 제조

한 알루미나 소재의 내식특성은 일정한 내식특성(일정 기

울기)을 보인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이는 부식 환경에

서 장시간 노출되는 실제 사용 환경에 적용하는 경우, 더

욱 우수하고 안정된 내부식성을 보이는 것으로 제품 신

뢰성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Fig. 8에 공

정 B로 제조한 Al2O3 소재와 reference Al2O3 소재의 부

식 시험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Fig. 7

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Fig. 9에 관찰되었던 판상물질의 흔적을 보였다. 이러한 판

상물질은 소결 직후의 미세구조에서는 잘 관찰 되지 않았으

나, 부식 후 뚜렷한 흔적을 남김으로써 관찰되었으며 부식

전 고배율의 관찰에서 드물게 관찰되기도 했다 (Fig. 9 (b).

Fig. 6. Micrographs of (a) fracture surface of green Al2O3 and (b) polished surface of sintered Al2O3 ceramics prepared by Process B. 

Fig. 7. Corrosion of Al2O3 ceramics prepared by different

processes and of Reference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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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crographs of Al2O3 ceramics by (a) Process B and of (b) Reference Al2O3 after sintering and  corrosion for 24 h & 48 h.

Fig. 9. Micrographs showing flaky grains after (a) corrosion and (b) sintering.

Fig. 10. EDS anaysis of flaky grain indicating presence of alkaline metal 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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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전 미세구조에서 관찰이 어렵고 부식 후에 뚜렷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은 이 판상물질이 기지상인 알루미나

에 비해 부식에 더 취약하여 선택적으로 먼저 식각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x-선 회절결

과, 기지상인 알루미나상만 검출되었으며, 그 외의 2차상

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로부터 이 판상의 미지상의

양은 전체적으로 x-선 회절법의 검출한계인 ~3% 미만으

로 추정되며, 성분확인을 위해 EDS 분석을 하였다. 그 결

과를 Fig. 10에 보였다. 검출된 화학종은 대부분 Na, Mg,

K 등의 알칼리 금속이었다.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알루

미나는 미량의 알칼리 금속과 함께 β-Al2O3 또는 2차 β-

Al2O3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10,11)

 그 결정구조는 아

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Al2O3의 결정격자에 미량

의 알칼리 금속이 침입형 고용체를 형성하면서 생성된다

고 알려져 있다. 그 특성으로는 여러 층의 얇은 판상이

적층되어져 일정두께의 두꺼운 판상형태로 보통 관찰되

며,
11)

 적층결정구조의 특징인 약한 기계적 및 내식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12)

 이러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관찰된 미지의 판상물질은 미량의 알칼리 금속

이 함유된 β-Al2O3 또는 2차 β-Al2O3 상이라고 판단된다.

알칼리 금속의 주공급원은 출발 Al2O3 분말에 포함된 불

순물로 추정된다. Al2O3 소재 생산 시 판상의 β계 Al2O3

가 생성되면 부식 환경에 우선적이고 선택적으로 침식되

어 판상의 기공을 남기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부식이 일

어나기 때문에 이의 억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내플라즈마성 Al2O3 소재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에

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적정 공정조건으로 내플라즈마성이 향상된 Al2O3 소

재 제조가 가능하였고, 비교 대상이었던 상용 reference

Al2O3 소재에 비해 우수한 내플라즈마 특성을 나타내었다.

2. 향상된 내플라즈마 특성은 Al2O3 소재의 균일한 미

세구조 조절을 통해 가능하였다.

3. 출발 Al2O3 분말의 알칼리계 불순물로 인해 판상의

β계 Al2O3로 추정되는 입자가 소결 후 생성되며, 이 입자

의 우선적이고 선택적인 부식에 의한 기공발생은 추가적

인 부식경로로 작용하여 Al2O3 소재의 내플라즈마 특성을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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