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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iC has been thought as an ideal candidate for conventional silicon at many applications. However, the uniformity problem of
deposition has been a obstacle for conventional use of a-SiC:H films. a-SiC:H films were deposited on (100) silicon wafer by RPE-
CVD system in various temperature. HMDS and H2 gas were used as a precursor and a carrier gas, respectively. The flow rate of
HMDS source and C2H2 dilution gas was fixed in order to study the carbon effect on the film stoichiometric and bonding properties.
The plasma power varied from 200 to 400 W. We used three types of source delivery line to control the uniformity and film properties
of deposited film. We showed that the change of source delivery line has effect on the film uniformity of deposited film and this change
of line did not affect on film properties. Also, the change of deposition conditions has effect on the film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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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는 그 자체의 높은 기계적 강도, 화학적 안정

성, 높은 열전도도, 큰 밴드갭과 경도로 인하여 MEMS 분

야와 저 유전막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 많은 응용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실리콘을 대체할 이상적인 물질로서 연구

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실리콘이 쓰일 수 없는 고온, 고

압, 산성 또는 염기성의 극한 환경에서의 응용을 위하여

탄화 규소의 응용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공정에

있어서 대형의 균일한 막의 증착이 어려운 점과 식각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탄화규소의 상업적 이용을 크게 제

한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화학기상증

착법,
1)

 스퍼터링
2)
과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

3)
을 이용한

탄화규소 증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특히 마모에 대

한 저항재, 고온 센서, 엔진 연소 센서 등 고온 극한 환

경을 위한 물질로 응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중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은 기존의 화학기상증

착법에 비하여 비교적 저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공정

변수의 조절이 쉽다는 점에서 탄화규소의 증착법으로 많

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법으로 저온에서 증착한 탄화규소막은 비정질의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중간적인 성격의

특성을 보이는데
4)

 이는 원료 가스가 플라즈마하에서 여

러 종류의 모노머(monomer)들로 분해되고 이런 모노머들

이 서로 혼합되어 열이 가해지는 기판위에서 반응하고 막

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여러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 중

에서 원거리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은 플라즈마 활성

영역과 막이 증착되는 영역이 직접 플라즈마 증착법에 비

해 멀리 떨어져 있어 에너지를 가진 이온과 전자에 의한

막 손실과 식각 효과를 줄일수 있다.
5,6)

 또한 반응 경로와

막의 조성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논

문에서 우리는 HMDS(hexamethyldisilane) 원료를 사용하

여 원거리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으로 비정질의 수소

화 탄화규소막을 증착하였다. 막 내의 탄소의 양을 조절

하고 고정하기 위하여 C2H2 희석기체를 사용하였으며 증

착온도는 250~450
o
C로 조절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원

료 기체 및 희석 기체의 분사 및 전달 라인의 변화에 따

†
Corresponding author : Doo Jin Choi

 E-mail : drchoidj@yonsei.ac.kr

 Tel : +82-2-2123-2852 Fax : +82-2-365-5882



원거리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사용하여 증착한 비정질 탄화규소 막의 증착조건에 따른 특성 및 증착 균일도 변화 263

제47권 제3호(2010)

라 달라지는 증착 균일도와 조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이용하여 막의

조성 및 결합 특성을 분석하였고 막의 두께는 ellipsometry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비정질 탄화규소 막은 원거리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

을 사용하여 (100) 실리콘 웨이퍼위에 증착되었고 플라즈

마의 원료 가스로는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였다. 아르곤 플

라즈마는 13.56 MHz의 radio frequency 플라즈마 생성기로

생성되었고 플라즈마 매칭(matching)은 자동 매칭 조절기

로 조절되었다. Susceptor의 직경은 10.16 cm이고 플라즈마

활성 영역에서 20 cm 떨어져 있도록 조절되었다. 증착 원

료로는 HMDS (hexamethyldisilane, (CH3)6Si2, 98%, Aldrich)

를 사용하였으며 수소 가스를 운반 기체로서 사용하였다.

탄화규소 막 내의 탄소의 공급과 막내 탄소량의 고정을 위

하여 C2H2 기체를 사용하였다. 아르곤, 수소 및 C2H2 기

체의 유량은 mass flow controller(MFC)를 사용하여 조절하

였으며 HMDS 원료의 유량은 운반기체의 유량과 라인 압

력을 변화시켜 조절하였다. 이 실험에서 아르곤, C2H2, 수

소 기체의 유량은 각각 200 sccm, 50 sccm, 3 sccm으로 고

정되었다. 원료 분사 라인의 변화에 따른 증착 균일도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가지 형태의 원료 분사 라인을 사

용하였다. Susceptor의 증착온도는 탄화규소 발열체를 사

용하여 조절하였고 발열체와 실제 susceptor 위의 증착온

도는 thermocouple을 사용하여 보정하고 실험하였다. 또한

susceptor 내 위치에 따른 온도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

이 채워진 둥근 코일 형태의 발열체가 susceptor 밑에 설

치되었다. 증착온도는 250
o
C에서 450

o
C로 조절되었고 증

착시간은 막의 두께 성장이 선형으로 시작되는 10분으로

고정하였다. 증착두께와 막의 굴절율은 ellipsometer (Gaertner

L117 C, 헬륨-네온 레이저 광원, λ=632.8 n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막 내의 규소, 산소, 탄소의 함량과 막의 결합

특성은 XPS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증착온도 350
o
C에서 각 증착시간대에 따른 증

착 속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증착된 시편

의 위치는 susceptor 중앙이며 원료기체 전달라인의 모식

도는 Fig. 2를 토대로 하였다. 증착속도 350
o
C에서 10분

Fig. 1. Time dependency of growth rate with temperature

350
o
C, PP = 350 W HMDS : H2 : Ar = 0.6 : 2 : 200 sccm.

Fig. 2. Schematic diagram of direct gas inlet line and deposition thickness at different deposition position using direct gas inlet line at

deposition of 300
o
C and C2H2 rate of 1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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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초기 증착시에는 증착속도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

다가 10분 이후부터는 증착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 특히 10분 미만의 증착시간인 5분에서는

증착 두께가 ellipsometry의 측정 오차의 범위안에 드는

100 Å 미만의 두께로 이는 거의 증착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막의 증착은 10분의

증착시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10분 이후

의 증착속도는 이후 10분의 증착시간에 선형적으로 비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판인 Si 웨이퍼 표면에

서의 초기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Simps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판위에 SiOC 결합의 막이 올라가기 위

해서는 Si 표면위에 Silyl (Si-H) 그룹의 Crosslinker가 먼

저 올라간다고 보고하였다.7) SiO2/O2/Ar discharge 플라즈

마를 이용한 화학 증착 반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iHx과 O의 농도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보고

하였다.8) 즉 막내의 결합을 원활히 하는 것은 기상내의

O의 농도가 중요하며 SiHx의 경우 SiOH 결합을 방해한

다. 증착 초기 단계에서의 느린 반응은 초기 증착막인 SiH

crosslinker의 흡착 반응에 기인하며 이 crosslinker의 증착

은 초기 Si-O-C막의 증착 및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증착

시간이 길어지면 플라즈마 하에서 CHn과 O와 관련된 분

해가 충분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Si-Ox 그룹이나

Si-CHn, Si-OH 등에 의하여 SiHx의 흡착이 방해되고 이

후 풍부하게 공급되는 CHn 그룹과 미량의 산소에 의하

여 탄화규소 막이 증착이 촉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0분 증착 시 증착막 두께가 350oC

보다 더 증가된 300oC 시편의 경우, 10분의 증착시간이

증착막 균일도 비교를 위한 충분한 증착시간으로 판단하

여 증착시간을 10분으로 결정하고 실험하였다. Fig. 2는

초기 실험에 사용된 원료 기체 전달 라인의 모식도와

susceptor 위의 각 지점에서의 증착 두께를 나타낸다. 각

지점에서의 증착 두께를 보면 2번 지점과 4번 지점에서

의 증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반면에 나머지 지점

에서는 2번과 4번 지점과 비교할 때 증착 속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료 가스 전달라인의 설계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원료 기체 및 희석기체의 고갈

효과 문제로 볼 수 있다. 플라즈마 파워가 강해질수록 전

반적인 증착막의 두께는 증가하지만 여전히 증착 두께의

편차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원료 기체 전달 라인을

통과한 원료 기체 및 희석 기체는 susceptor의 위를 지나

가며 중앙의 플라즈마 생성 영역에서 퍼져나오는 플라즈

마에 의해 활성화 된 후 기판위에 증착되게 되는데 기체

전달 라인의 특성상 초반 지점에 거의 분사되듯이 원료

기체의 분사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활성화된 원료 기

체와 희석 기체의 대부분이 분사 라인 앞에서 소모되게

된다. 또한 중앙의 플라즈마 생성 영역 바로 밑은 플라즈

마가 가장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원료 기체

와 희석기체 또한 중앙부에서 거의 다 소모되게 된다. 따

라서 나머지 부분에서의 증착두께는 상대적으로 적은 원

료 기체와 희석 기체로 인한 고갈 효과로 인하여 낮아지

게 된다. 증착 균일도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으며 

수치 값이 낮을수록 증착 균일도가 뛰어남을 의미한다.

Fig. 1의 직접 분사의 경우 균일도는 플라즈마 파워에 따

라 60~85로 굉장히 높으며 이는 400 W의 경우 거의 평

균 두께의 두배의 증착 두께를 가지는 지점이 있음을 뜻

한다. 따라서 실제 응용을 위하여 균일도를 높이기 위하

여 Fig. 3와 같은 원료기체 전달 라인을 제작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Fig. 3에 susceptor위의 각각의 위치에서의 증착

두께를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파워 200 W와 300 W에서는

각각의 위치에 따른 증착 편차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

고 각각의 위치에서 증착 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굽은

형태의 원료 기체 전달 라인은 끝이 플라즈마 생성 영역

으로 굽어져 있어 원료 기체와 희석 기체가 직접 플라즈

마가 가장 강한 영역인 플라즈마 생성 영역에 직접 분사

되고 따라서 원료기체와 희석 기체가 기존의 원료기체 전

달 라인보다 플라즈마에 의해 더 많이 분해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활성화된 반응종이 많이 존재하게 되

고 이 활성화된 반응종이 기판 위에서 에너지를 받아 막

으로 증착되게 되므로 전체적인 증착 속도가 증가하게 된

다. 또한 분사된 원료 기체는 아래쪽으로 분수와 같은 형

태로 확산되게 되므로 기판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원형인

부분에서는 거의 균일한 증착 두께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즈마 파워가 400 W로 강

해지게 되면 증착 속도는 빨라지지만 증착 균일도가 굉

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플라즈마 파워 400 W의 경

우에는 플라즈마 파워가 너무 강하여 분해되고 활성화된

반응종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고 이 반응종들이 중

앙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중앙보다 바깥쪽

에서 더 높은 증착 두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료 기체 전달 라인의 기하학적 모양으로 볼 때 가운데

에서 중심부로 솟아 있는 기체 전달 라인으로 인해 생긴

쉬스(sheath) 영역으로 인하여 중심부의 두께가 낮아진 것

으로도 생각된다. 굽힌 모양의 원료기체 전달 라인을 사

용하여 증착된 막의 균일도는 200 W와 300 W에서 약

4~12의 낮은 값으로 이전의 직접 분사에 비하여 굉장히

좋은 균일도를 보이면서도 평균적인 증착 두께도 더 높

은 값을 보인다. 그러나 플라즈마 파워가 올라갈수록 증

착 균일도 값이 25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착 균

일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플라즈마 파워가 높아질 수

록 높은 플라즈마 파워로 플라즈마가 생성된 영역에 직

접 원료 기체 및 희석 기체를 분사하게 됨으로서 플라즈

Uniformity
Tmax Tmin–

2
------------------------ 1

TAvr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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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성 영역의 쿼츠에 오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파티클

에 의한 문제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Fig. 4에서는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높은 플라즈마 파워에서의 더

좋은 증착 균일도를 위하여 제작한 사각형 모양의 원료

기체 전달 라인의 모식도와 susceptor의 각 위치에서의 증

착 두께를 나타내었다. 높은 플라즈마에서의 활발한 분해

및 활성화 작용으로 인한 증착 균일도의 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굽힘형 원료기체 전달 라인과는 다르게 플

라즈마 생성 영역 아래쪽으로 기체를 분사하도록 제작하

였고 중앙에 가까운 부분의 양 방향에 두개의 분사 구멍

을 넣고 원료기체 및 희석기체의 고갈 효과를 고려하여

끝부분에는 두개의 분사 구멍을 좀더 밀착하여 제작하였

다. 이 원료 기체 전달 라인을 사용하여 막을 증착한 결

과를 보면 막의 증착 두께가 굉장히 균일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200 W와 300 W의 경우 증착된 막의 균일도는

가장 적게 증착된 막과 가장 많이 증착된 막의 증착두께

차이가 약 100 Å 정도로 굉장히 작으나 막의 증착 속도

는 굉장히 느려졌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원료 기체와 희

석 기체가 플라즈마 생성 영역에서 아래로 분사됨으로 인

하여 플라즈마에 의한 원료기체 및 희석 기체의 분해 및

Fig. 3. Schematic diagram of bended gas inlet line and deposition thickness at different deposition position using bended gas inlet line

at deposition of 300
o
C and C2H2 rate of 10 sccm.

Fig. 4. Schematic diagram of ring shape source bended line and deposition thickness at different deposition position using ring shape

gas inlet line at deposition of 300
o
C and C2H2 rate of 1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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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가 적어지고 이로 인한 화학 반응종의 감소로 인

해 증착된 막의 두께가 적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400 W와 같이 강한 플라즈마 파워에서는 다시 높은

증착 속도를 보여주는데 이 경우 증착 균일도 값은 17로

굽은 형 원료기체 전달 라인의 400 W의 값과 비교할 때

높은 증착 균일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사

각형 원료 기체 분사 라인을 사용하여 높은 플라즈마 파

워에서 증착하였을 때 중심부의 증착 두께가 높아지게 되

는데 이는 각 분사 구멍에서 분사되는 원료기체와 희석

기체가 중앙 부분에서 겹치게 됨으로 인하여 중앙 부분

에 반응종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차후 분

사구멍의 위치를 조정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able 1은 굽힘형 원료기체 분사 라

인과 사각형 원료 기체 분사라인을 사용하여 susceptor 중

앙에서 증착한 막의 XPS 조성 분석을 통하여 막의 탄소,

규소, 산소의 양을 나타낸 표이다. XPS 분석은 다른 논

문에서
9) 연구한 PECVD를 이용한 Si 기판에 비정질 탄소

를 증착하고 그 결합 변화를 XPS로 조사한 데이타를 기

초로 하였으며, 각각의 peak 분리는 C1s의 XPS narrow scan

spectra를 deconvolution해 Gaussian-Lorentzian distribution

을 통하여 계산하였다.10) 사각형 원료 기체 분사 라인을

사용하였을 때 탄소의 양이 3% 정도 줄고 대신 산소의

양이 3% 늘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실험에 따른 측

정 오차의 범위 내이므로 두 가지의 원료 기체 분사 라

인을 사용하였을 때 증착막의 조성의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분사 라인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낮은 플라즈마 파워에서는 굽힘형 원료기체 분사

라인을 써서 증착 속도를 높이고 증착 균일도와 플라즈

마 생성 영역의 오염 문제가 심각한 높은 플라즈마 파워

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높은 증착 속도는 유지

할 수 있다. Fig. 5는 증착 온도에 따른 막내 sp2
와 sp3 탄

소 결합의 비율의 변화와 막의 증착 두께 균일도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탄소결합에 관한 XPS 분석은 앞서 기술

한 논문을9) 기초로 계산하였다. sp2
와 sp3 탄소 결합의 비

율은 sp3/(sp2+sp3)로서 나타내었으며 막의 증착 두께 균일

도는 가장 많이 증착된 Tmax 값에서 가장 적게 증착된

Tmin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우리는 이전의 연구에서11)

250oC에서 450oC로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막내의 sp2

탄소 결합이 우세한 영역에서 점차 sp3 탄소 결합의 양이

늘어서 450oC가 되면 sp3 탄소 결합이 지배적인 결합이

된다는 것을 보였다. 탄소의 대표적인 화학 반응인 sp2
와

sp3 반응과 활성화 에너지 및 생성 열은 다음과 같다.12-14)

sp3 carbon creation reaction 

CH3CH2+CH3CH2CH3→CH3CH2CH(CH3)2+H
Ea=70.7 kcal/mol, ∆H=13.4 kcal/mol

sp2 carbon creation reaction 

CH2CH3→CH2=CH2+H
Ea=50.3 kcal/mol, ∆H=40.1 kcal/mol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sp2 반응

이 주로 일어나지만 일단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높은 에

너지가 공급되면 sp3 반응이 더 선호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sp3 결합이 더 안정한 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

도가 올라갈수록 sp3 반응이 더 선호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하여 많은 에너지가 sp3 결합을 생성시키는데 사용되게

되고 이로인해 sp3 결합이 지배적인 영역이 될 때까지 증

착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sp3 결합은 sp2 결

합에 비해 밀도가 높고 단단하며 sp2 결합은 클러스터 주

위로 원 또는 연속된 구조체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5,16) 이는 증착 균일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이는데 Fig. 5에서 보듯이 sp2 결합이 지배적인 250oC와

sp3 결합이 지배적인 450oC의 경우에는 증착 두께의 균일

도 차가 230 Å에서 326 Å 정도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sp3 결합이 증가하면서 sp2
와 sp3 

결합이 혼재하여

존재하고 에너지가 sp3 결합을 만드는데 소비되어 막의

증착 두께가 감소하는 350oC의 영역에서는 가장 많이 증

착된 막의 두께와 가장 적게 증착된 막의 두께의 차가

74 Å으로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막이 증착되면서 sp2 결합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으면서

sp3 결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인해 막이 증착되는 속도

가 느려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막의 균일도가 좋아진

Table 1. Composition of Each Film when using Bended Source

Line and Ring Shape Line Measured by XPS

C O Si

Bended line 55.52 7.93 36.56

Tetragonal 

bended line
52.46 10.48 37.06

Fig. 5. Change of sp
3
/(sp

2
+sp

3
) ratio and thickness uniformity

at the different deposi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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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또한 sp
3
 결합의 증가로 인하여 막의 일

부가 밀도가 높아지고 조밀화 됨으로 인하여 막의 균일

도가 좋아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sp
2
나 sp

3
 결합

중 하나가 지배적인 반응이 되면 이로 인하여 증착 속도

가 증가하게 되고 증착 균일도가 나빠지게 된다. 

4. 결 론

이 실험에서 우리는 증착 원료 기체의 전달 라인의 기

하학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증착 균일도의 변화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직접적인 분사에 비하여 플라즈마 생성

영역을 중심으로 분사하는 것이 증착 균일도 및 속도 면

에서 더 나은 향상을 보였다. 또한 플라즈마 생성 영역을

향하여 분사될 경우에는 증착 속도가 올라가지만 전체 증

착 막의 증착 균일도가 떨어지고 이는 플라즈마 파워가

강해질수록 그 증착 균일도의 편차가 커진다. 또한 플라

즈마 증착 시 발생되는 플라즈마 생성 영역의 오염이 심

해지고 파티클들의 문제도 심해졌다. 플라즈마 생성영역

에서 기판으로 향하여 분사될 경우에는 증착속도는 떨어

지는데 플라즈마 파워가 강해질수록 증착속도는 위 쪽으

로 분사될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증착시 원료 기

체의 고갈 효과를 피해서 원료 기체 전달 라인의 분사구

를 제작하였다. 플라즈마 생성 영역의 오염 및 파티클 문

제는 줄어들었으며 원료 기체 전달 라인의 기하학적 모

양의 변화에 따라 증착 막의 조성 및 결합 구조는 변하

지 않았다. 또한 증착 온도가 변화함에 의해 증착막의 결

합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증착 막의 증

착 두께가 변화하였다. 증착 온도가 변화하면서 막의 결

합구조는 sp
2
에서 sp

3
 결합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각각의

결합이 결합반응에서 지배적일 때 증착막의 균일도가 좋

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sp
2
에서 sp

3
로 결합이 바뀌어가

는 온도에서는 증착막이 조밀화되는 과정에 의하여 증착

균일도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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