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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유도결합 Ar/CH4 

플라즈마의 특성 분석

Characterization of Inductively Coupled Ar/CH4 Plasma using the Fluid Simulation 

차 주 홍* ․ 이 호 준

(Ju-Hong Cha ․ Ho-Jun Lee)

Abstract The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inductively coupled Ar/CH4 plasma were investigated by fluid simulation. The 

inductively coupled plasma source driven by 13.56 Mhz was prepared. Properties of Ar/CH4 plasma source are investigated by 

fluid simulation including Navier-Stokes equations. The schematics diagram of inductively coupled plasma was designed as the 

two dimensional axial symmetry structure. Sixty six kinds of chemical reactions were used in plasma simulation. And the 

Lennard Jones parameter and the ion mobility for each ion were used in the calculations. Velocity magnitude, dynamic 

viscosity and kinetic viscosity were investigated by using the fluid equations. Ar/CH4 plasma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hydrocarbon radical is lowest at the vicinity of gas feeding line due to high flow velocity. When the input 

power density was supplied as 0.07W/cm3, CH radical density qualitatively follows the electron density 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central region of the chamber become deficient in CH3 radical due to high dissociation rate accompanied with 

high electro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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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나노과학 기술과 표면 및 계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탄

소 물질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및 표면 처리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 되고 있다. 탄소 동소체는 탄소 원자의 결합 구조에 

따라 SP2 결합의 흑연(Graphite), SP3 결합의 다이아몬드

(Diamond) 및 비결정성 탄소(amorphous carbon)로 분류된다. 

비결정성 탄소는 SP3 결합과 SP2 결합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SP2 결합과 SP3 결합의 비율에 따라 SP2 결합이 많은 

GLC(Graphite Like Carbon)와 SP3 결합이 많은 DLC(Diamond 

Like Carbon)으로 나누어진다. 탄소 동소체는 뛰어난 화학적 안

전성을 바탕으로 결합구조에 따라 반도체 재료, 생체 재료, 표면 

처리, 신소재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되고 있다. 탄소 

물질의 증착 및 합성에는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레이저 증착법(Laser 

vaporization), 열 화학기상증착법(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기상합성법(Vapor Phase Growth) 등의 공정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원료 물질로는 선형구조의 탄소수 1~5 사이의 

알칸계열(CnH2n+2), 알켄계열(CnH2n), 알킨계열(CnH2n-2)의 탄화

수소 화합물과 고리형 구조의 벤젠 계열, 사이클로 헥산 계열 등

의 물질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1]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은 다른 공정법에 비해 보다 저온

의 상태에서 탄화수소 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으며 input power, 

input gas 등의 공정 조건에 따라 증착의 선택 폭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법

은 DLC와 같은 표면 처리 공정에서 탄소 나노 튜브, 탄소 나노 

시트, 그래핀 등의 신소재 제조 공정까지 다양하게 응용 및 적용

되고 있다. 증착 및 합성에 효과적으로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발생 장치 및 플라즈마 물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2] 이를 위해서는 CH4나 C2H6와 같은 알칸 계열의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가 많이 사용 된다. 저압 고밀도 유도결

합 플라즈마에서는 CH4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활

성 종 및 이온이 발생한다. 실험적으로 진단 및 측정 하는 다양

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측정과 분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다. 이 때문에 유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활성 종 및 이온의 발생

을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Ar/CH4 유도결합 

플라즈마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용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이용하여 2차원 축대칭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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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압력과 가스 조성비 및 인가 파워를 

주요 변수로 하였다. 입력 변수에 따라 전자 밀도, 전자 온도 등

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플라즈마 발생 조건에 따른 생성 라디

칼 분포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3]

2. 실험구성 및 실험방법

그림 1은 Ar/CH4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시뮬레이션

에 사용된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개략도이다. 시뮬레이션 속도 

개선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차원 축대칭 형태로 모식도를 

제작하였다.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반경은 120[mm], 높이는 

235[mm]로 설계 되었으며, 두께 13[mm]의 RF 윈도우가 안테

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3-turn의 나선형 형태의 안

테나가 플라즈마 발생에 사용되었으며 안테나의 반경은 80 

[mm]로 제작되었다. 챔버의 중앙 하단에는 높이 105[mm]의 

chuck이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챔버 윗면에 위치한 윈도우 바로 

하단에 가스 주입구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챔버 바닥면을 

가스 배출구로 설정 하였다. 위와 같이 본 유도결합 플라즈마 장

치의 모식도는 실제 증착용 챔버를 모사하도록 하였으며 유사한 

형태로 설계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림 1 Ar/CH4 유도결합 플라즈마 장치 모식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Ar/CH4 Inductively coupled 

plasma generator

본 시뮬레이션의 주입 가스 부분은 실제 실험 조건과 동일하

도록 Standard flow rate (SCCM) 형식의 mass flow type 조건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실제와 동일하도록 100 sccm의 유량

을 챔버 내로 주입 하는 조건을 사용하였다. 가스 배출구의 조건

은 챔버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압력조건을 사

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실제 실험에 사용된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계산을 실시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외부 벽면은 실제와 동일하게 경계조건을 그라운드 영역

으로 처리하였으며 RF 파워를 인가하는 3 turn 안테나는 아래 

표와 같이 매질을 구리로 설정하였으며 전기전도도 6 X 107 

[S/m], 비유전율 1, 비 투자율 1 로 조건을 설정하였다. 안테나 

아래쪽에 위치한 dielectric windows는 매질을 알루미나로 설정

하였으며 실제 알루미나 물성과 같이 전기전도도 0, 비유전율 

4.2, 비 투자율을 1로 하였다. 그 외의 안테나 외부 영역은 전기

전도도 0, 비유전율 1, 비 투자율 1 로 조건을 두고 시뮬레이션 

계산을 진행하였다.

표 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각 영역의 매질 조건

Table 1 The medium condition Electric conductivity, Relative 

permittivity, Relative permeability

전기전도도
()[S/m]

비유전율 비투자율

RF window 6 x 107 1 1

RF Coil 0 4.2 1

Other region 0 1 1

시뮬레이션 상에서 전자의 이동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Bolsig 

+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압력 및 Ar/CH4 조성비 및 공정 조건

에 따라 충돌 주파수를 계산하여 플라즈마 유체 시뮬레이션상의 

전자 평균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계산하였으며, 아래와 표 2와 

같은 Ar/CH4 화학 반응식을 사용하여 플라즈마 시뮬레이션을 시

행하였다.[4~10]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RF파워를 인가해주는 코일에

서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되는 전기장을 통해 플라즈마를 발생 

시키고 유지하는 형태의 플라즈마 소스이다. 코일에 RF 전류를 

흘려주면 ∇  
인 암페어의 법칙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 시간 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되고, 이때 발생된 시

변 자기장에 의해서 ∇  


인 패러데이 유도 법칙에 의

하여 시간 적으로 변화하는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이 유도된 전

기장에 의하여 전자가 가속되고 가속이 된 전자가 중성 기체 분

자들과 충돌함으로서 플라즈마 발생시키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

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플라즈마 유체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안테나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유도되는 전계

를 맥스웰 방정식과 푸아송 방정식으로 계산하였으며, 플라즈마 

내의 입자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 연속 방정식 및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챔버 내의 유입 가스 및 플라즈마의 

유동을 보다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Navier-stokes equation

을 적용하여 계산을 실시하였다. 

 ∇×∇× 
 

               (1)

  

  ∙ ∙           (2)

 시뮬레이션 상에서 유도 결합 플라즈마 안테나의 시변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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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화학 반응식

Table 2 Chemical reaction used in plasma simulation

No
Reaction 
formula

∆
 

No reaction formula ∆
 

1 e+Ar → e+Ar 34 e+C2H5 → C2H4
++H+2e 12

2 e + Ar → e+Ars 11.5 35 e+C2H5 → C2H4+H+e 10

3 e+Ar*(4s) → e+Ar -11.5 36 e+CH2 → CH2++2e 12.6

4 e+Ar → 2e+ Ar+ 15.8 37 e+CH2 → CH+H+e 10

5 e+Ar*(4s) → 2e+ Ar+ 4.42 38 e+CH3 → CH3++2e 12.6

6 e+Ar → e +Ar*(4p) 13.2 39 e+CH3 → CH2+H+e 10

7 e+Ar*(4s) → e+Ar*(4p) 1.64 40 e+CH3 → CH+2H+e 10

8 e+Ar*(4p) → e+ Ar -13.2 41 e+CH → CH++2e 11

9 e+Ar*(4p) → 2e+ Ar+ 2.56 42 ArH++e → Ar+H 　
10 e+Ar*(4p) → e+Ar*(4s) -1.64 43 H+CH3 → CH2+H2

11
Ar*(4s)+Ar*(4s)
→ e+Ar+Ar+ 44 H+CH2 → CH+H2

12 Ar*(4s)+Ar → Ar+Ar 45 H+C2H5 → C2H4+H2

13
Ar*(4p)+Ar*(4p)
→ e+Ar+Ar+ 46 CH3+CH3 → C2H6

14 e+CH4 → 2e+CH4
+ 12.65 47 CH3+CH3 → C2H5+H

15 e+CH4 → 2e+H+CH3+ 14.34 48 CH3+CH3 → C2H4+H2

16 e+CH4 → CH4+e 　 49 CH3+CH2 → C2H4+H

17 e+CH4 → e+CH4
* 0.162 50 CH2+CH2 → C2H4

18 e+CH4 → e+CH3+H 9 51 CH2+CH2 → C2H2+H2

19 e+CH4 → e+CH2+2H 10 52 CH+CH4 → C2H4+H

20 e+CH4 → e+CH+3H 11 53 CH4
++CH4 → CH5++CH3

21 H2+e → 2e+H2
+ 17 54 CH4

++H2 → CH5++H

22 H2+e → e+2H 8.9 55 CH3
++CH4 → CH4

++CH3

23 e+H → 2e+H+ 13.61 56 Ar++H2 → ArH++H

24 e+H → e+H(1p) 10.21 57 Ar++H2 → Ar+H2+

25 e+H → e+H(2s) 10.21 58 Ar++CH4 → CH3
++H+Ar

26 e+C2H2 → 2e+C2H2+ 11.4 59 H2
++H2 → H+H3

+

27 e+C2H4 → C2H4
++2e 10.45 60 CH3

++CH4 → C2H5
++H2

28 e+C2H4 → C2H2+2H+e 10 61 H3
++CH4 → CH5

++H2

29 e+C2H6 → C2H6
++2e 10 62 H3

++C2H4 → C2H5
++H2

30 e+C2H6 → C2H5
++H+2e 12 63

CH5++C2H6 →
C2H5

++H2+CH4

31 e+C2H6 → C2H5+H+e 10 64 CH3+H → CH4

32 e+C2H6 → C2H4+2H+e 10 65 C2H5+H → CH3+CH3

33 e+C2H5 → C2H5
++2e 10 66 CH2+H → CH+H2

의해 발생하는 시변 전계를 유도하여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전력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식 (1), (2)와 같이 표현 되며, 

패러데이의 법칙, 암페어의 법칙과 함께 식 (1)과 같이 자기 퍼텐

셜   를 통해 구현 된다. 안테나에 흐르는 전류는   로 표현되

며, 이때 맥스웰 방정식 상의 변위 전류 성분은 무시하도록 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플라즈마 전도도는 텐서 항으로 표현 하도록 

하였으며 외부 자기장에 관한 부분은 무시 하도록 하였다. 플라

즈마상의 충돌 항인 전자-중성입자 충돌 주파수는 BOLSIG+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입자의 충돌 단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11]




∇∙       (3)

  
 
  ∇       (4)

  
 
  ∇        (5)

플라즈마 내의 전자 및 이온은 기본적으로 식 (2)의 연속 방

정식을 만족 하도록 하였다. 와 는 각각 전자밀도와 이온 밀

도를 뜻하며, 는 전자와 이온 각각의 선속 항을 나타낸다. 오

른쪽 항 는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하전 입자

와 중성 기체 입자사이의 반응계수를 나타내고, 는 중성 기체 

입자의 밀도 그리고 는 전자와 이온의 밀도를 뜻한다. 하전 

입자의 선속은 drift-diffusion 근사식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식 

(4), (5)와 같이 나타 내었다. 플라즈마 내의 전자 운동을 계산할 

때에는 이동도 및 확산계수를 텐서항의 형태로 계산 하도록 하였

으며 외부 자장은 무시한 채로 계산을 실시하였다. 

           

             (6)

전자의 확산 계수는 식 (6)과 같이 Einstein relation equation

을 이용하여 계산을 진행하였다. 이온의 이동도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760[Torr] 압력을 기준으

로 나타난 이온의 이동도를 이동도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원리

에 따라 공정 압력 맞추어 적합하게 계산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표 3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이온의 이동도

Table 3 The Mobility of Ions

Species ∙ Pressure [Torr]

1 Ar+ 1.53 760

2 CH3
+ 2.1 760

3 CH4+ 2.07 760

4 C+ 2.4 760

5 CH2
+ 2.3 760

6 H2
+ 16 760

중성 입자들의 연속 방정식은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중성 입자 확산계수는 Lennard Jones approximation을 사용하

여 계산 하도록 하였다.[12]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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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                   (9)

식 (7)은 확산 선속 벡터  , 입자 반응 계수  , 질량 평균 

유체 속도 벡터  , 혼합 가스 밀도 로 표현할 수 있다. 전자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전자 에

너지 밀도에 관한 항 과 비탄성 충돌에 관한 에너지 항  , 

그리고 전자 에너지 이동도   , 전계  , 전자 에너지 확산 계수 

 에 관한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

  
                            (11)

전자 에너지 이동도와 전자 에너지 확산 계수는 식 (10)과 같

이 간단하게 전자에너지 이동도와 전자 온도에 관한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전자 온도는 식 (11)과 같이 전자 평균 에너지에 의

한 값으로 계산한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Lennard jones 상수 값은 표 4를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식 (12)는 플라즈마 영역의 전위를 계산하기 위

해서 사용된 Poisson equation 이다.[13]

표 4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Lennard Jones 변수값

Table 4 The Lennard Jones parameter used in simulation

Species
Molecular 

weight
[kg/mol]

Lennard Jones

Radius
[Å] 

Energy
[K]

1 Ar 0.04 3.33 136.5

2 CH4 0.016 3.758 148.6

3 H 0.001 2.05 37

4 CH3 0.015 3.62 121.6

5 H2 0.002 2.827 59.7

6 C 0.012 3.298 71.4

7 CH2 0.014 3.491 95.2

8 CH 0.013 3.37 68.6

 ∇  


                      (12)




∙∇    


∇  ∆          (13)

식 (13)은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상에서 기체의 유동을 좀 더 

정밀하게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Navier-Stokes equation 이다. 

본 식은 기체의 속도  , 단위 체적 당 외력  와 점성 계수  

및 밀도와 압력에 관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라즈마 유동에 

대한 값을 풀이하는데 사용되었다. 

3.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본 시뮬레이션에서 navier equation을 사용하여 극 

저속 흐름상의 유체 운동을 계산한 결과 값이다. (a)는 가스 주입

구에서 가스 배출구까지의 유속의 크기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b)는 점성 계수, 그리고 (c)는 동 점성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본 계산은 inertial term을 최소화하여 계산하였으며 stokes flow 

형태로 풀이하였다. 이 결과 input gas를 주입하는 gas inlet 부

분과 진공 펌프를 통해 가스가 빠져나가는 가스 배출구 부분의 

유속이 빠르게 계산되었다. 이에 비하여 유체의 점성 계수는 플

라즈마 발생 부의 중앙부인 플라즈마 window와 chuck의 중앙부

에서 높은 점성 계수를 가짐을 보였다.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인 동점 성 계수는 점성 계수 분포와 반대로 가스 배출구에서 

높은 값을 가지는 결과를 보였다.

     (a)               (b)                 (c)

그림 2 유체방정식을 이용한 (a)유속 (b) 점성계수 (c) 동 점성 

계수

Fig. 2 Using flow equation (a)fluid viscosity (b) viscosity (c) 

kinetic viscosity

위의 그림과 같은 navier-stokes equation을 바탕으로 속도 

분포와 압력 값을 계산한 후 이를 플라즈마 모델에 적용하여 유

도결합 Ar/CH4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계산을 실시하였다. 아르곤 

가스와 메탄 가스의 조성비와 인가 압력, 인가 파워를 주요변수로 

하여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3은 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풀이한 플라즈마 변수 (a) 플라즈마 전위 (b) 전자 온도 (c) 전자 

밀도이다. 전자 온도는 3-turn 안테나 바로 하단의 표피 깊이 영

역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지며 챔버 내 발산으로 인하여 플라

즈마 전위와 전자 밀도는 플라즈마 발생 부의 중앙인 chuck과 

플라즈마 윈도우 중앙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짐을 보였다.

Ar 가스와 CH4 가스의 조성비를 각각 95 %와 5%로 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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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5 인가 파워에 따른 CH2 radical 밀도 분포 (a) 200W (b) 

300W (c) 400W (d) 500W

Fig. 5 CH2 radical density along the input power (a) 200W 

(b) 300W (c) 400W (d) 500W

    (a)           (b)           (c)            (d)

그림 6 인가 파워에 따른 CH radical 밀도 분포 (a) 200W (b) 

300W (c) 400W (d) 500W

Fig. 6 CH radical density along the input power (a) 200W 

(b) 300W (c) 400W (d) 500W

   (a)                 (b)                  (c) 

그림 3 플라즈마 변수 (a) 플라즈마 전위 (b) 전자 온도 (c) 전

자밀도

Fig. 3 Plasma parameter (a) plasma potential (b) electron 

temperature (c) electron density

조건에서 압력 5mTorr, 10mTorr, 15mTorr과 인가 파워 200W, 

300W, 400W, 500W 에 따라 플라즈마 변수인 플라즈마 전위, 전

자 온도, 전자 밀도를 계산하였다. 플라즈마 전위와 전자밀도는 

챔버 중앙 플라즈마 윈도우와 chuck의 중앙을 기준으로 계산하

였으며 전자 온도는 코일 영역인 플라즈마 안테나 아래쪽의 부분

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인가 파워와 압력 조건에 따라 

각각의 플라즈마 변수 값이 선형 적으로 비례하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플라즈마 공정 조건에 따라 화학 반응의 활성화 비

율이 다르며 공간 분포에 따라 생성되는 라디칼의 밀도와 에너지 

분포 함수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정 조건에 따른 공간 분포 상 radical 분포를 조사하였으

며 동일한 압력 조건 하에서 인가 파워를 변수로 하였다. 인가파

워를 200W, 300W, 400W, 500W 로 변화 시켜가며 공간 분포상

의 CH3, CH2, CH 라디칼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a)          (b)          (c)           (d)

그림 4 인가 파워에 따른 CH3 radical 밀도 분포 (a) 200W (b) 

300W (c) 400W (d) 500W

Fig. 4 CH3 radical density along the input power (a) 200W 

(b) 300W (c) 400W (d) 500W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Ar 가스와 CH4 가스의 조성비를 각

각 95%와 5%의 조건으로 유도결합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계산한 

모습이다. 15mTorr의 압력 조건에서 계산을 실시하였으며 플라

즈마 인가 파워를 200W, 300W, 350W, 400W로 증가시키며 공간 

분포 상의 CH3, CH2, CH 라디칼의 밀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시

뮬레이션 결과 15mTorr의 동일 압력 조건에서 챔버 중앙 부분의 

전자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4와 같

이 인가 파워가 증가할수록 충돌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CH3 

라디칼의 해리 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인하여 인가 

파워가 증가할수록 챔버 중앙에 분포하는 CH3 라디칼의 수가 줄

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동일

한 원리로 CH2 라디칼 분포가 그림 5와 같이 RF 인가 파워가 

증가할수록 chuck에서 멀어진 부분으로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반편 해리율의 증가로 인하여 CH 라디칼의 밀도 분포는 그림 6

과 같이 인가 파워가 증가할수록 밀도가 증가하게 되며 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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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서 다수의 라디칼이 분포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4 메탄가스를 이용한 비정질 탄소 증착 공정의 경우 막 성

장의 주된 요인을 라디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박막을 형성하

는 기판 근처의 라디칼 종류와 이온에너지에 따라 박막 증착의 

속도와 표면의 접착 계수 및 막질의 quality 부분이 결정 나게 

된다. 따라서 플라즈마 증착용 챔버 상의 라디칼 분포를 아는 것

이 매우 중요하며, 위의 유도결합 플라즈마 유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인가 파워와 압력에 따른 진공 챔버 내의 공간 분포상의 

라디칼 분포를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r/CH4 유도결합 플라즈마의 유체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DLC와 같은 증착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즈마 변

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플라즈마 공정 변수

인 인가 압력과 인가 파워에 따른 공간 분포상의 CH3, CH2, CH 

라디칼 밀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플라즈마 유체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실제 공정 조건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예순 여섯 종류

의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실시하였다.

또한 navier-stokes equation을 적용하여 유체 방정식을 정밀

하게 풀이하였다. 유체 방정식의 계산 결과 가스 주입구 부분과 

가스 배출구 부분에서 유속이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챔

버 중앙부에서 동점성계수가 높게 계산됨을 확인하였다. 가스 주

입부의 빠른 유속으로 인한 충돌시간 감소로 인하여 공간 분포 

상 가스 주입부의 라디칼 생성량이 가장 적게 분포함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Ar가스와 CH4 가스의 조성비를 95% : 5%로 설

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유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인

가압력과 RF 인가 파워에 따라 플라즈마 전위, 전자 온도, 전자 

밀도를 측정하였으며 다양한 공정 조건과 화학 반응 활성도에 따

라 플라즈마 공정의 효율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DLC 공

정과 같은 증착 공정에서 중요한 변수인 CH3, CH2, CH 라디칼의 

공간 분포상의 밀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15mTorr의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인가 파워

를 증가 시켰을 때 전자 밀도가 높은 챔버의 중앙부에서 높은 

해리 과정으로 인하여 CH3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CH2 라디칼 또한 인가 파워에 따라 공간 분포의 특성이 달

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CH 라디칼의 밀도는 동일한 원

리로 인하여 인가 파워가 증가할수록 chuck 부근에서 밀도가 증

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탄소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발생 장치에 대한 유체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계산을 통하여 증착 공정 시 인가 압력, 

인가 파워 등의 공정 조건에 따라 플라즈마 챔버 내의 라디칼의 

밀도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라디칼의 밀도 

분포 변화가 증착 공정에 중요한 변수가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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