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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nse crack-free yttria film with 10 µm thickness was prepared on aluminum by aerosol deposition. X-ray diffraction pattern on
the film showed that it contained the same crystalline phase as the raw powder.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revealed a nano-
structured yttria film with grains smaller than 100 nm. Tensile adhesion strength between the film and aluminum substrate was 57.8
± 6.3 MPa. According to the etching test with CF4-O2 plasma, the etching rate of the yttria film was 1/100 that of quartz, 1/10 that
of sintered alumina and comparable to that of sintered yt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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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는 회로의 극미세화와 패턴 이방

성의 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습식 식각

에서 할로겐 가스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건식 식각 기술

에 의한 고속 식각이 활용되고 있다. 할로겐 가스 플라즈

마는 부식성이 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실리콘 웨이퍼를 고

속으로 수직 식각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되고 있으나 동

시에 식각 장비의 부품 (Bell Jar, Chamber, Focus Ring,

Clamp Ring, Susceptor 등)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다. 지

금까지 반도체 장비용 내식성 부품을 위한 소재로 알루

미나 소결체 및 용사 코팅, 질화 알루미늄 소결체, 양극

산화에 의해 표면을 알루미나로 개질한 알루미늄 등이 사

용되어 왔으나, 건식 식각에 사용되는 할로겐 플라즈마가

고농도화 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 이트리

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1)

현재, 이트리아를 반도체 장비용 부품에 적용하는 방법

으로 소결
2)
과 용사 코팅

3-5)
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트리아는 난소결성 물질로 2000
o
C 이상의 고온 소결이나

hot pressing 등을 통하여야 충분한 치밀화를 이룰 수 있

다.
2)

 또, 최근 Kodo 등이 Er과 Mn 등을 co-doping하여

1300
o
C에서도 충분한 치밀도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

2)
한

바 있으나, 이트리아는 상당히 고가의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 전체를 이트리아로 제작하는 것보다 부식성

분위기에 노출되는 표면만 이트리아로 코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플라즈마 용사에 의한 이트리아 코팅은 100 µm

이상의 후막을 고속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나, 코팅 층 내에 기공과 균열이 많아서, 이러한 결함 부

위가 플라즈마에 의해 집중적으로 부식되고 부식 생성물

이 결함 부위에 부착되어 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입자 탈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충분한

전기 절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균열이나 기공이 없는 이트리아 후막은 고밀도 할로겐 플

라즈마 환경에 노출되는 반도체 장비의 부품의 수명과 반

도체 수율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Tokita CVD사에서는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쿼츠 기판 위에 나노 구조의 치밀한

이트리아 박막을 제조하고 있으나 성막속도와 최대 두께

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다.

에어로졸 데포지션은 상온 저진공 분위기에서 분말을

분사하여 기공과 균열이 없는 양질의 세라믹 후막을 고

속으로 제조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6)

 본 논문에서는 알

루미늄 기판 위에 에어로졸 데포지션에 의해 성막된 이

†
Corresponding author : Dong-Soo Park

 E-mail : pds1590@kims.re.kr

 Tel : +82-55-280-3345 Fax : +82-55-280-3392



442 이병국·박동수·윤운하·류정호·한병동·최종진

한국세라믹학회지

트리아의 미세구조와 밀착력, 플라즈마 내식성 등에 대하

여 조사하고 그 결과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원료 분말은 상용 이트리아 분말 (AT grade, H. C.

Starck GmbH, Goslar, Germany)이었다. 제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트리아 분말의 순도는 99.6%이었고 평균입경

(d50)은 2.2 µm이었다. 상기의 분말을 1000
o
C 공기 중에서

2시간 열처리 한 후 에어로졸 데포지션에 사용하였는데,

건식 입도 분석기(Helos & Rodos Windox 5, Sympatec

GmbH, Clausthal-Zellerfeld, Germany)로 측정한 열처리 후

분말의 평균입경 (d50)은 3.01 µm이었다. 기판은 가로, 세

로가 각각 8 mm인 두께 1 mm의 알루미늄 6061 합금을

사용하였으며, 8 mm×8 mm의 면에 이트리아가 성막되었다.

Fig. 1(a)는 에어로졸 데포지션 장치의 개략도이다. 코팅

의 순서는 열처리 후의 이트리아 분말을 분말 분산통에 넣

고, 기판을 스테이지에 고정시킨 후, 진공 펌프와 부스터

펌프를 작동시켰다. 데포지션 챔버의 진공도가 10
-1

torr 이

하에 이르면 캐리어 가스를 10 L/min의 속도로 공급하고

동시에 분말 분산통에 기계적 진동을 인가하였다. 기계적

진동에 의해 분말 분산통 내에서 비산되는 미세 입자들

은 캐리어 가스에 의해 0.8 mm×35 mm 크기의 슬릿 형

상 출구를 가진 노즐을 통하여 기판에 분사되어 기판에

성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스테이지를 1 mm/s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 35 mm×10 mm 면적의 이트리아 필름을 성

막 (Fig. 1(b))하였으며 stage를 10회 왕복시켰다. 

성막된 시편은 초음파 세척 후에 X선 회절기 (D-Max

2200, Rigak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상분석을 수

행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 (JSM-5800, Jeol Co., Tokyo,

Japan)과 투과전자현미경 (JEM-2100F, Jeol)을 통하여 미

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시편의 단면은 에폭시로 몰딩 한

후 5 µm, 3 µm, 1 µm 크기의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로 연

마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시편은 이온빔 집속 가공기 (FIB, Focused Ion Beam)로

제작하였다. 기판과의 밀착력 측정을 위하여, 직경 25 mm,

두께 1 mm의 알루미늄 6061 disk에 두께 10 µm의 이트리

아를 성막한 후, 강재로 제작된 지그에 시편의 상 ·하 고

강도 에폭시로 고정시켜 만능시험기 (100THZ727 100TON,

Wolpert Wilson Instruments, Aachen, Germany)에 장착한

후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5개의 시편에 대한 시험을 수

행하여 얻어진 값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플

라즈마 식각시험은 비교시편들과 이트리아 성막 시편을

1 µm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로 연마한 후 포항나노기술집

적센터에 의뢰하였는데, 시편들 각각의 일부를 실리콘 웨

이퍼로 가리고 식각장비 (BEP-5000 ICP-etching System,

SNTek, Gimpo, Korea)에 투입한 후, CF4+O2 플라즈마에

3시간 노출시켜 수행하였다. CF4 가스와 O2 가스의 유속

은 각각 40 sccm과 10 sccm이었고, 진공도 15 mTorr, 플라

즈마 출력은 400 W, 바이어스 출력은 300 W였다. 비교시

편들로 쿼츠, 알루미나 소결체 (99% 순도, 98.5% 밀도)와

이트리아 소결체 (99% 밀도)을 사용하였다. 식각 깊이는

표면 조도계 (Alpha step P-11, Tencor Co., Mooresville,

N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서로 다른 위치의

세 지점에서 식각 깊이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

다. 아울러, 시편들의 식각되지 않은 부분과 식각된 부분

의 표면조도를 측정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표

면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든 주사전자현미경 시편은 스

퍼터링으로 금을 코팅한 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성막에 사용된 이트리아 분말과 이트리아가 성

막된 알루미늄 시편의 X회절 패턴이다. 이트리아 분말의

패턴은 모든 피크가 JCPDS 카드 62-1140과 일치하며 그

밖의 결정상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이트리아가 성막된

알루미늄 시편의 경우에는 이트리아의 주요 피크들과 함

께 기판인 알루미늄의 피크도 검출되었으나 그 외의 다

른 결정상은 검출되지 않았다. Fig. 3(a)는 이트리아 필름

의 표면 주사현미경 사진이다. 에어로졸 데포지션에 의해

제작된 TiO2
7)
나 hydroxyapatite

8)
 필름의 표면과 같이 이트

리아 필름의 표면도 망목 형상의 표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망상 구조의 표면은 에어로졸 데포지션 과

정에서 만들어진 입자들의 응집체와 연관시켜 설명될 수

있다. 에어로졸 데포지션에서의 성막은 노즐을 통해 분사

Fig. 1. Schematic diagrams of Aerosol deposition system (a)

and dimensions of the samples (squares) and scanned

area (grey) for deposi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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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입자들이 기판과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조각들로 분

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6)

 그런데, 본 실험에서는 분말 분산통 내에 있던 입자

들 중 일부는 약 5 µm 정도 크기의 응집체를 형성한 채

로 캐리어 가스에 실려 기판의 표면에 도달한 것으로 추

정되며, 이렇게 표면에 응집체가 존재하면 후속 입자들이

응집체와 충돌하여도 미세한 조각들로 분쇄되지 못하므

로 성막에 기여하지 못하고 응집체가 존재하지 않은 부

분에만 입자들의 분쇄가 발생하여 성막이 이루어지기 때

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기의 응집체도 후속 입자들

의 충돌이 반복되면 미세한 입자들로 해쇄 및 분쇄되고

궁극적으로 성막에 기여하게 되어 치밀한 성막이 이루어

진다. Fig. 3(b)는 시편의 단면 SEM 사진이다. 이트리아

필름은 균열이나 기공이 없는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표면 및 기판인 알루미늄과의 계면에는 요철이 존

재함을 볼 수 있다. 즉, Fig. 3(a)에서의 망목 구조는 필름

의 표면 요철을 보이는 것이며 기공을 나타내는 것은 아

님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트리아 필름의 두께는 약 10 µm이었다. 성막시간이 200초

이었으므로 성막속도는 약 3 µm/min이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a)의 투과전자현미경사진은 성막된 이트리아 필름이

100 nm 이하의 결정립들로 구성된 나노구조를 가지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정립들은 random orientation을 가

지고 있음을 inset SAED 패턴을 통하여 알 수 있다. Inset

SAED 회절패턴은 입방정 상의 이트리아 표준회절패턴과

일치하였다. 한편, Fig. 4(b)는 성막된 필름의 이트리아 결

정립들이 단결정임을 나타낸다. 즉, 에어로졸 데포지션에

사용된 평균입경 3.01 µm의 이트리아 입자들이 코팅 과정

에서 분사된 입자들이 나노미터 크기로 분쇄되었다는 것

이다. Iwasawa 등이 에어로졸 데포지션으로 제작한 쿼츠

기판 상의 이트리아 필름의 경우, 20 nm 정도의 입경을 가

진 입자들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1)

 Fig. 4(a)에

서의 결정립의 크기와 Iwasawa 등이 발표한 결정립 크기

의 차이는 사용된 기판의 차이 (알루미늄과 쿼츠) 및 에

어로졸 데포지션에 사용된 이트리아 분말 크기의 상이함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트리아 필름과 알루미늄 기판 간의 밀착력 시험 결과,

57.8±6.3 MPa의 값을 얻었으나 일부 시편은 이트리아와 기

판이 분리되지 않고 접착제로 사용된 에폭시가 분리되어

실제 이트리아와 기판 간의 밀착력은 얻어진 값보다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밀착력은 Fig. 3(b)에서 관

찰된 이트리아 필름과 알루미늄의 요철된 계면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트리아의 경도 (Hv: 9.5 GPa
9)

)는 알루미늄

의 경도 (Hv: 1 GPa
10)

)보다 높아서 에어로졸 데포지션 초

기에 분사된 이트리아 입자들은 분쇄됨과 동시에 알루미

늄 기판에 박히어 앵커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기계적인

앵커가 이트리아와 알루미늄 간의 높은 밀착력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5는 플라즈마 식각시험 결과를 나

타낸다. 에어로졸 데포지션에 의하여 성막된 이트리아는

쿼츠의 1/100, 고순도 알루미나 소결체의 1/10에 불과한

식각속도를 나타내었고, 고밀도 이트리아 소결체와 유사

한 식각속도를 나타내었다. Fig. 6는 플라즈마 식각 전 후

의 표면거칠기 (Ra)의 변화를 나타낸다. Fig. 5에서 플라

Fig. 2. XRD patterns of yttria powder for Aerosol deposition

and the sample with yttria film.

Fig. 3. SEM micrographs of yttria film prepared by Aerosol

deposition; (a) top surface showing a net-like morphology

and (b) cross section confirming a dense layer with no

crack or del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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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마 식각이 많이 일어났던 순서대로 표면거칠기가 변화

됨을 알 수 있다. 표면거칠기의 경우, 플라즈마 식각 전

의 표면거칠기 값은 14~20 nm로 시편들 간의 차이가 거

의 없었으나, 식각 후에는 쿼츠 214 nm, 알루미나 소결체

103 nm, 이트리아 소결체 23 nm, 이트리아 필름 24 nm이

었다. 플라즈마 식각 후의 이트리아 필름의 표면거칠기는

쿼츠의 약 1/10, 알루미나 소결체의 약 1/4을 나타내었고

이트리아 소결체와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Fig. 7(a)~(h)

는 플라즈마 식각 전 후의 시편들의 표면을 관찰한 SEM

사진들이다. 플라즈마 식각 시험 전의 표면은 Fig. 7(a)에

서 볼 수 있듯이 쿼츠가 가장 균일한 양상을 나타낸 반

면 나머지 시편들 (Fig. 7(c), (e), (g))은 표면에 기공이나

일부 입자들이 탈락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 7(b)는 플

라즈마에 노출된 쿼츠가 심하게 식각된 것을 보인다. 이

는 CF4 플라즈마에 노출되면 SiO2를 주성분으로 하는 쿼

츠가 쉽게 식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활하였던 쿼츠 표

면 (Fig. 7(a))이 식각에 의해 거칠게 변화하는 것은 쿼츠

표면의 식각이 균일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표면의 각

지점마다 식각되는 정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지점에 따른

식각 속도의 차이는 식각에 의해 입자 탈락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Fig. 7(d)는 알루미나 소

결체의 식각이 시편의 전면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인다. 식

각 전의 표면이 상당히 불균일하고 입자가 탈락된 곳들

도 다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식각 후에는 이러한 표면

의 불균일성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Fig. 4. TEM micrographs of yttria film prepared by Aerosol

deposition; (a) a low magnification micrograph showing

a nano-structured film with grains smaller than 100 nm

and (b) a high magnification micrograph; insets

showing SAED patterns of the whole area of (a) and of

the squared area in (b), respectively.

Fig. 5. Etch depths of the samples after exposure to CF4+ O2

plasma for 3h; the plasma source power was 400W;

etching rates were 7.89 µm/h, 0.7 µm/h, 0.06 µm/h, and

0.08 µm/h for quartz, sintered alumina, sintered yttria,

and yttria film by Aerosol deposition, respectively.

Fig. 6. Variation of surface roughness (Ra) of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the plasma etching test; Ra values of the

samples before the etching test were similar to one

another, between 14 nm and 20 nm while those after the

test were 214 nm, 103 nm, 23 nm and 24 nm for quartz,

sintered alumina, sintered yttria and yttria film by

Aerosol deposi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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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micrographs of the sample surfaces; (a) and (b) quartz, (c) and (d) sintered alumina, (e) and (f) sintered yttria, and (g) and

(h) yttria film by Aerosol deposition; (a), (c), (e), (g) before plasma etching and (b), (d), (f), (h) after the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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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 초기에는 표면의 불균일 지점 (기공, 입자 탈락 지

점 등)에서 우선적으로 식각이 발생하였더라도 3시간의

비교적 장시간 식각이 진행되면서 국부적으로 시작되었던

식각이 표면 전체로 퍼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Kim

등은 최근 알루미나를 모델 소재로 한 플라즈마 식각 현

상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그들의 보고에서도 유사한 현

상이 관찰된 바 있다.
11)

 Fig. 7(f)는 이트리아 소결체의 식

각 후 표면을 나타낸다. Fig. 7(e)에서 보이는 표면 기공이

우선적으로 식각되어 기공의 직경이 커졌음을 볼 수 있다.

식각이 더 진행되면 기공의 직경이 더 커지고 보다 많은

기공들에서 식각이 진행되면서 Fig. 7(d)의 알루미나 표면

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Fig. 7(h)는 에어로

졸 데포지션으로 성막된 이트리아 필름의 식각 후 표면

으로 연마 과정을 통해 형성된 Fig. 7(g)의 평활한 표면이

식각에 의해 다소 거칠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Ra 값은 표면 상의 일정 길이에 존재

하는 요철 높이 (또는 깊이)의 절대값들의 평균이다. Fig.

6에서의 식각후 이트리아 소결체의 Ra 값과 이트리아 필

름의 Ra 값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Fig. 7(h)의 이트리

아 필름의 식각이 표면 전체에서 일어난 반면 Fig. 7(f)의

이트리아 소결체의 식각은 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평균입경 3.01 µm의 상용 이트리아 분말을 사용하여 에

어로졸 데포지션 공정에 의해 치밀한 나노구조를 가진 두

께 10 µm의 이트리아 필름을 알루미늄 기판에 3 µm/min

의 속도로 성막하였다. 필름의 표면은 직경 5 µm 정도의

얕은 분화구들로 구성된 것 같은 망상구조를 가지고 있

었는데, 이는 이트리아 입자들의 일부가 5 µm 정도의 크

기를 가진 응집체를 형성한 채로 분사되어 기판에 도달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트리아 필름과 알루미늄 기

판의 계면은 요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데포지션 초

기에 분사된 이트리아 입자들이 알루미늄 기판 표면에 박

히어 앵커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앵

커링 효과에 기인하여 이트리아 필름과 알루미늄 기판 간

의 밀착력은 57 MPa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CF4+O2 플

라즈마에 의한 식각시험 결과, 이트리아 필름은 쿼츠의

100배, 알루미나 소결체의 10배에 해당하는 내식성을 나

타내었으며 고밀도 이트리아 소결체와 유사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식각 후의 표면 관찰 결과, 이트리

아 소결체에서는 표면 기공 등의 결함을 중심으로 식각

된 반면 이트리아 필름에서는 표면 전체적으로 식각되었다.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의 2008 협동연

구사업으로 수행되었기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J. Iwasawa, R. Nishimizu, M. Tokita, M. Kiyohara, and K.

Uematsu, “Plasma-Resistant Dense Yttrium Oxide Film Pre-

pared by Aerosol Deposition,” J. Am. Ceram. Soc., 90 [8]

2327-32 (2007).

2. M. Kodo, K. Soga, H. Yoshida, and T. Yamamoto, “Low

Temperature Sintering of Polycrystalline Yttria by Tran-

sition Metal Ion Doping,” J. Ceram. Soc. Jpn., 117 [6] 765-

68 (2009).

3. K. Morita, H. Ueno, and H. Murayama, “Plasma-Resistant

Articles and Production Method Thereof,” US patent

6933254 (2005).

4. Y. Kobayashi, M. Ichishima, and Y. Yokoyama, “Plasma

Resistant Member,” US patent 7090932 (2003).

5. K. Takahashi, M. Okamoto, and M. Abe, “Quartz Glass

Parts, Ceramic Parts and Process of Producing Those,” US

patent 6902814 (2005).

6. J. Akedo, “Aerosol Deposition of Ceramic Thick Film at

Room Temperature: Densification Mechanism of Ceramic

Layers,” J. Am. Ceram. Soc., 89 [6] 1834-39 (2006).

7. J. Ryu, D.-S. Park, B.-D. Hahn, J.-J. Choi, W.-H. Yoon, K.-

Y. Kim, and H. Yun, “Photocatalytic TiO2 Thin Films by

Aeroso-Deposition: From Micron-Sized Particles to Nano-

Grained Thin Film at Room Temperature,” Appl. Catal. B:

Environmental, 83 [1] 1-7 (2008).

8. B.-D. Hahn, D.-S. Park, J.-J. Choi, J. Ryu, W.-H. Yoon, K.-

H. Kim, C. Park, and H-E. Kim, “Dense Nanostructured

Hydroxyapatite Coatings on Titanium by Aerosol Depo-

sition,” J. Am. Ceram. Soc., 92 [3] 683-87 (2009).

9. A.S. Kumar, A.R. Durai, and T. Sornakumar, “Yttria Ceram-

ics: Cutting Tool Application,” Mater. Lett., 58 [11] 1808-10

(2004).

10. M. R.i Shankar, S. Chandrasekar, A. H. King, and W.D.

Compton, “Microstructure and Stability of Nanocrystalline

Aluminum 6061 Created by Large Strain Machining,” Acta

Mater., 53 4781-93 (2005).

11. D.-M. Kim, K.-B. Kim, S.-Y Yoon, Y.-S. Oh, H.-T. Kim, and

S.-M. Lee, “Effect of Artificial Pores and Purity on the Ero-

sion Behaviors of Polycrystalline Al2O3 Ceramics under

Fluorine Plasma,” J. Ceram. Soc. Jpn., 117 [8] 863-67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