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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저온 플라스마를 사용하여 산화아연 박막의 건식 식각 가능성을 연구했다. 플라스마로부터 H *α 과 CH *
라디컬 발생을 확인하였고, 라디컬 발생 능력은 광학 발광 스펙트럼 및 플라스마 임피던스 분석에 의해 캐소드
전극에 의존하는 것을 알았다. 식각능력은 플라스마 I-V커브에 의한 임피던스와 발광강도에 의해 계산되었다.

Abstract
Using the plasma that we developed to generate a low-temperature plasma at atmospheric pressure, we have
investigated the etching possibility of tin oxide (SnO2) thin films. Hydrogen and methane radicals generated from the
plasma were observed and their intensity was found to be dependent on the cathode material by an analysis with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as well as by the plasma impedance. The etching ability of this plasma was evaluated by an
emission intensity as well as by the evaluation of impedance using a plasma I-V curve.

1. 서

론

산화물 투명 전도 박막은 화학적으로 안정할 뿐
만 아니라, 높은 가시광 투과율과 적외선광 반사율,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서 특이한
물성을 이용하여 광이 관여하는 전자소자나 냉동
쇼 케이스의 방담유리, 열선 방사유리 등 넓은 분야
에서 이용되고 있다. 실용화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산화물 투명 전도박막으로는 산화주석(SnO2), 산화
아연(ZnO), 산화인듐주석(ITO)이 있다.
그러나, 투명전도박막은 최근 재료의 발달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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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의해 지탱되는 전자기기의 고성능화와 함께,
각종 디스플레이, 저 비용 태양전지, 최근 유망시
되고있는 비정질 Si 태양전지 [1,2]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성향상에 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SnO2 박막 위에 p층을 형성할 때 성막초기과정
에서, SnO2 박막이 플라스마 속에 노출된다. 그 때,
수소 라디컬의 환원작용에 의해 SnO2 박막이 환원
되고, 구성요소가 p층으로 확산되어 태양전지의 특
성을 열화 시키는 원인이 된다. [3-6]
투명전극으로서 ITO는 공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In의 가격이나, 자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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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에서 또 화학적 안정성의 점에서 문제가 있다.
SnO2와 ZnO는 ITO에 비해서 전기적 특성이 떨어지
지만, 가격, 자원, 공해성 및 화학적 안정성에서 우
수한 점이 있다. 그런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과 자원
적 우위성을 살려서 비교적 대면적을 요구하는 용
도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Si 계 태양전
지의 투명전도막으로서 뛰어난 재료인 것도 확인되
었다. [1] SnO2 박막이 전자소자용 분야에서 더욱
이용범위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1) 저항률의 저
감과 투과율의 향상, 2) 식각방법의 개발, 3) 뛰어난
막질과 균일한 막을 얻을 수 있는 성막법 및 장치
개발, 4) 성막속도의 고속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cold plasma system
for etching of SnO2 thin films.

산화아연의 패턴닝을 위한 식각 방법으로서 종
래의 염산-아연분말에 의한 습식법은 환경오염문제
를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에는 진공상태에서의 건식

플라스마는 기체의 총유량을 300 sccm로 하여 장치

식각법의 요구 [7]가 증가되고 있다. 건식식각방법
으로는 환원 분위기에서의 플라스마 식각, 반응성
이온 식각(RIE) [8], 할로겐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에 도입해서 발생시킨 후 시료에 조사했다. 시료(일본
(주) ASAHI GLASS RF 스퍼터링으로 제작한 박막)
에는 막의 두께 3000 Å, 시트저항 26 Ω/□을 갖는

ECR 수소 플라스마 식각 [9] 등이 있고, 새로운 방
법으로서 레이저광을 사용하는 방법 [10]이 검토되
고 있다.

유리 위에 성막한 SnO2 박막(크기;1.5 cm×1.5 cm)을
사용했다. 기판온도는 실온에서 150 ℃까지, 식각시
간은 7분에서 20분까지 변화시켰다. 시료는 플라스마

본 논문에서는 진공 배기계의 설치, 진공 라인의
유지 관리에 의한 비용이 필요 없는 대기압에서 발
생하는 저온 플라스마를 이용하여, 진공에서만 가

출구에서 4 mm 떨어진 곳에 설치했다. 식각형상은
촉침법을 응용한 표면형상측정기(일본진공기술, Dektak
3030)을 가지고 측정했다. 플라스마의 상태는 발광

능했던 투명전도막 산화주석(SnO2)의 식각의 가능
성을 검토하고, 사용된 캐소드 전극재료에 의한 식
각속도의 상이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분광 분석을 위하여 석영관 노즐로부터 1 cm의 위치
에 광케이블을 가지고 분해능 0.1 nm, 범위 400 nm
에서부터 850 nm의 까지 분광하는 성능의 분광기

Ⅱ. 실

에 연결되었다. 분광기는 분광사제(FT-25C)와 광전
자 배증관은 병송 포토닉스를 사용한 파장코프(휴
가렛패커드사 : 54501)로 피크를 모니터했다.

험

본 실험에서 식각에 사용한 대기압 저온 플라스마
장치는 Fig. 1과 같다. 구조는 중심에 직경 1 mm의
금속캐소드와 직경 5 mm의 애노드를 가지고 있다.
두 전극 사이에 원통의 유전체가 끼워져 있다. 캐소
드 전극으로서 스테인레스 스틸(SUS), 팔라듐(Pd),
백금(Pt)을 사용했다.
실험조건은 플라스마 발생원에 고주파 13.56 MHz
와 출력 90 W을 사용했다. 가스는 플라스마 안정화
가스로 아르곤(Ar)을 사용하고, 여기에 식각가스로
서 메탄(CH4, 0-0.1%)과 수소(H2, 0-0.7%)를 첨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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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Ⅲ. 결과 및 고찰
대기압 저온 플라스마는 유전체(알루미나 튜브)와
노즐사이에서 발생하고, 외부로 분출하게 되었다.
발생한 빔상의 플라스마는 직경 4 mm가 되었다.
발광은 400 - 700 nm의 범위에 걸쳐 Ar 및 질소(N2)에
기인하는 수소의 첨가에 관계없이 명료하게 검출되었
다. [11] 또 다른 발광은 수소첨가에 의해 H *α (656 nm,
2
2 0
2
2 0
3d D→2p p ), H *β (486 nm, 4d D→2p p ), H *γ (43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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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수소에 기인하는 발머 계열의 H *α 와 메탄에
기인하는 CH * 가 관찰되었다. 식각속도는 SUS 전
극을 사용한 경우, 25 Å/min이었다. 캐소드 전극에 Pt,
Pd를 사용하면 식각속도는 SUS보다 기울기가 증가하
여, Pd에서 28 Å/min와 Pt에서 가장 빠른 46 Å/min
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즉 식각속도는 SUS<Pd<Pt
의 순으로 증가했다. 금속캐소드 전극효과에 의해
2차 전자 방출계수가 큰 순서로 식각속도는 대응
했다.

참 고 문 헌
Fig. 4. Plasma impedance as a function of H2 concentration at 0.1 % CH4.

[1] H. Iida, N. shiba, T. Mishuku, H. Karasawa, A.

타났다. 플라스마 임피턴스를 위의 식에 의해 계산

Ito, M. Yamanaka and Y. Hayashi: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ELD-3, 114 (1982).
[2] M. Kitakawa, K. Mori, S. Ishihara, M. Ohno,

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플라스마 임피턴스는 SUS
전극의 경우, 수소농도가 0 %에서 1.3 %까지 증가함
에 따라 플라스마 임피턴스는 740 ㏀에서부터 790 ㏀
까지 증가하다가, 1.3 %이상의 농도에서는 다소 감
소하였다. Pt와 Pd전극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것은 2차 전자 방출계수가 큰 순서(Pt:5.8, Pd:5.1)로
화학 활성종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금속 캐소드에 전자 하나가 입사되었을 때 방출
되는 전자의 수는 2차 전자 방출계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플라스마 중의 전자는 2차 전자 방출계수가
큰 Pt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 인가 파워는 일정하더라도 Pt전극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라스마 전극간에는
전류가 가장 쉽게 흐르게 되어 전압은 Pt전극에서
가장 적게 걸리게 된다. 그것은 화학 활성종은 Pt전
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식각속도는 캐소드 전극의 2차 전자 방출 효과에
의해 Pt전극을 사용한 경우에, SnO2의 시각속도가
제일 빨리 일어나며, SUS<Pd<Pt 순서로 식각에 기
여했다고 판단된다.

Ⅳ. 결

론

투명전도막 SnO2는 대기압 저온 플라스마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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