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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cleaning and activation technology of surfaces using atmospheric plasma as well as
the deposition technology for coating using atmospheric plasma have been demonstrated conclusively and
drawn increasing industrial attention. Especially, due to the simplicity, the technology using atmospheric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has been widely studied from many researchers. The plasma source type
commonly used as the stabilization of diffuse glow discharges for atmospheric pressure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ressure is the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In this review paper, some kinds of
modifie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type will be presen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ilicon based compound
such as SiOx and SiNx deposited using atmospheric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system will be discussed.
Keywords : atmospheric plasma, deposition, precursor, SiOx, SiNx

1. 서

론

화학기상법을 이용한 박막의 증착은 오랫동안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다양한 분야
로의 적용을 위한 고품위 박막 증착법으로 각광받
아왔다1,2). 특히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기상 증착
법은 종래의 화학기상 증착법에 비해 저온에서 성
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공장비를 사용
함으로써 유지가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
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기상증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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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보고되어지고 있다.
1988년 Okazaki 그룹에서 상압에서의 안정한 플
라즈마를 생성시킨 것을 필두로 대기압에서의 플라
즈마 방전은 다양한 파워 소스, 전극을 이루는 물
질과 전극 디자인을 개선시킴으로써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4-7). 그중 유전체 베리어 방전 (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은 상대적으로 균일한
플라즈마 방전과 대면적으로의 확장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기압 플라즈마
의 방전형태이다8-10). 이는,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연구 되어져 왔지만, 특히 코팅, 접착 및 프린팅등의
공정에 앞서 표면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
어져 왔고, 폴리머 표면을 처리해줌으로써 습윤성
(wettability)과 접착성 (adhesion)을 조절해주기 위해
방안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연구되어져 왔다11-13).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유전체 베리어 방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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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착이 가능한 전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산
화물과 질화물, 폴리머, 탄소나노튜브등과 같은 증
착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보고 되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전체 베리어 방전을 통한 기상화학
증착방법의 종류와 이를 이용하여 증착된 무기 박
막의 대표적인 종류와 그 특성에 관해 기술하기로
한다.

2. 대기압 증착 방식의 종류와 응용
2.1 직하방식의 대기압 플라즈마 시스템
그림 1은 유전체 베리어 방전을 이용한 대기압
플라즈마 시스템의 개략도 이다 14). 증착 공정을 위
해 유전층으로 코팅이 된 두 개의 평행한 전극사이
에 저주파 플라즈마가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방전을 위한 가스와 전구체는 전극의 한쪽면
에 위치한 가스노즐을 통해 공급이 되는 구조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전체 베리어 방전의 시
스템인 경우 장비의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용이
진공장비에 비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7, 15-16). 하
지만 반응가스와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력
소모가 심하여 낮은 입력전력에서 고밀도의 플라즈
마를 방전시키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증착 불균일
도가 높으며 필라멘트 방전에 의한 박막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직하
방식의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상화학 증착방
식의 경우 입력전력, 공정압력 및 가스조성등과 같
은 공정변수간의 상호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각 변
수들의 독립적 조절을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고, 증착공정중 박막과 이온, 전자들의 충돌에 의한
박막의 손상 및 그로 인한 핀홀 발생과 같은 단점
이 있다15-20).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가 보고 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플라즈마
의 불균일도 향상을 위해 유전체 베리어 방전에 사
용되는 알루미나 전극 표면에 전도성이 좋은 산화
아연을 코팅하여 균일하고 안정한 플라즈마를 생성
한 보고가 있다21).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conventional 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system14).

그림 2(a)가 이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기존 플라
즈마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영역에
서 연구된 장치의 개략도이며, 전극사이의 간격은
1 cm이고, 전도성 물질 코팅에 따른 플라즈마 안정
성을 관찰하기 위해 표면에 산화아연이 반절만 코
팅이 되어있다. 전극에는 1 kHz주파수를 갖는 음의
직류 펄스전원 (Negative DC Pulse Power)에 연결
되었다. 그림 2(b)-(d)는 공정압력 변화에 따른 방
전 이미지이다. 그림 2(b), 2(c)의 경우 각각 100Torr
와 80 Torr에서 방전을 하였으며, 산화아연이 코팅
되어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비해 균일한 플라즈마가 방전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2(d)는 50 Torr에서 플라즈마를 방전
하였으며 이 경우 산화아연이 코팅이 된 부분과 그
렇지 않은 영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코팅된 고전도성 물질인 산화아연막에 입사하는 전
자 및 하전 입자들이 전극 표면에 잘 퍼지게 되고,
방전영역으로의 전력전달 향상 및 그로 인한 필라
멘트 방전과 작은 규모의 스트리머 방전(Streamer
Discharge)을 억제시켜 균일한 플라즈마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21-23).
이러한 방전의 불균일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전체 베리어 방전을 이용한

Fig. 2. Schematic diagram of dual DBD (left side: ZnO
surface; right side: alumina surface) (a).
Discharge images at different pressures: 100
Torr (b), 80 Torr (c), and 50 Torr (d)21).

김경남 외/한국표면공학회 48 (2015) 245-252

247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atmospheric pressure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in-line system (pin-to-plate DBD type) 24).

화학기상 증착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림 3은 개
선된 유전체 베리어 방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24).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스템의 상부는
다중의 “multi-pin”이 위치해있고, 아랫쪽은 접지가
되어있는 “pin-to-plate”방식의 전극이 위치해있고,
전극과 pin사이의 간격은 8mm이며, 상하부 전극은
모두 절연을 위한 세라믹 물질로 코팅이 되어있다. 상
부에 위치한 “multi-pin”형태의 전극에 교류전원을
연결하여 대기압 플라즈마를 방전 시켰으며, 방전
가스를 효율적으로 분포시키기 위해 홀 형태의 가
스노즐을 이용하지 않고 슬릿 형태의 가스노즐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개선된 대기압 플라즈마 전극
의 경우 종래의 유전체 베리어 방식에 의한 플라즈
마에 비해 동일 조건하에서의 방전 전류가 60%정
도 증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5-26).
2.2 리모트 방식의 대기압 플라즈마를 시스템
대부분의 플라즈마 화학기상시스템의 경우 증착
되는 기판이 플라즈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다.
이는 에너지가 강한 이온들과 플라즈마에 의한 강
한 자외선에 의해 박막생성시 핀홀과 결함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7). 하지만 리모트 방
식의 화학기상시스템의 경우 증착되는 기판의 위치
가 직접적으로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의한 핀홀 및 결함에 대한 영향
을 줄일 수 있으며, 박막의 성막에 영향을 주는 요
소가 대부분 중성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
정제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28-29).
그림 4(a), 4(b)는 이러한 리모트 방식의 대기압 플
라즈마 시스템에 대한 개략도와 사진을 나타낸 것이
다30).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주보는 상/하부 전
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부 전극은 27.12 MHz 주
파수를 갖는 입력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하부전극은
접지되어 있으며, 두 전극 사이에 플라즈마가 방전

Fig. 4. (a) Schematic diagram and (b) photograph
of the atmospheric pressure remote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30).

되는 형태의 구조이다. 또한, 하부전극 아래에서 홀
이 나있는 샤워헤드가 위치해있고, 그 사이에서 전
구체가 유입이 되어 방전된 플라즈마의 입자들과
만나 기판위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리모트 방식의 대기압 플라즈마 증착 시스템에서는
박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하전된 입자의 밀도가
플라즈마 방전영역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
는 반면에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된 원자와 라디칼
들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어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26, 31-33).
그림 5는 리모트 방식의 대기압 플라즈마 시스템
의 또다른 형태이다3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
주보는 전극이 서로 평행하게 위치해있고 반응이
일어나는 기판과는 서로 수직인 상태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플라즈마가 방전되는 마주보는 전
극중 하나는 “multi-pin”의 형태이며 다른 한쪽은
접지가 되어있는 평판형 전극이고, 두 전극 모두 알
루미나로 코팅되어 있으며 플라즈마 방전을 위해
8.5 kV의 30 KHz 주파수를 갖는 교류전원에 연결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도 직접적인 플라
즈마를 이용하지 않고 확산된 플라즈마를 이용함으
로써 하전된 입자들에 의한 박막의 손상을 줄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성된 플라즈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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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atmospheric pressure
plasma system using another remote DBD34).

중성종이나 라디칼들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증착
속도가 현저히 낮고, 두 전극 사이에서 분해 및 결
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티클이 생성되어 박
막위로 떨어지는 문제점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증
착 반응이 발생하는 기판과 플라즈마 방전의 위치
가 그림 5에서와 같이 수직인 경우 이러한 문제점
들이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구체를 플라즈마 방전가스
의 주입 위치와 분리하여 반응 속도를 조절해줌으
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전구체의 주입 위치를
기판 가까이에 위치시킴으로써 증착속도를 향상시
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3).

3. 유전체 베리어 방식을 이용한
다양한 물질로의 증착 연구

전체 베리어 방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
물을 증착하였으며, 실리콘 전구체로써 HMDS
(hexamethyldisilazane)을 이용하였다24). 또한 플라즈
마 방전을 위해 Ar/HMDS/O2를 사용하였고, 상부
전극에 25 kHz의 주파수를 갖는 12 kV 교류전원을
연결하였으며, 증착되는 기판의 온도는 50도 이하
로 유지하였다. 공정가스에서의 HMDS의 유량이
8 sccm에서 38 sccm까지 증가함에 따라 증착속도도
15.1 nm/min에서 100.6 nm/min까지 증가하였다. 하
지만 HMDS의 30sccm이상의 유량에서는 하얀색 파
우더가 시편위에 형성이 되었다. 이는 실리콘 화
합물을 만드는 전구체중 상대적으로 파티클이나 파
우더를 적게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HMDS
이라하더라도 Ar과 같은 방전가스에 비해 지나치
게 많은 양의 전구체를 흘려주게 되면 파티클이나
파우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리모
트 플라즈마를 이용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관
찰되었다24,39-42).
그림 6는 HMDS유량에 따른 증착된 박막의 바인
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
광법(FT-IR :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을 통해 분석하였다. Si-O-Si와 관련된 결합 피크
위치는 800 ~ 810 cm−1, 1000 ~ 1100 cm−1, 1150 cm−1
에서 관찰되었지만 C가 포함된 Si-(CH3)x와 같은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41). Si-OH와 관련된 피크의
경우 925 ~ 930 cm−1 와 3350 ~ 3650 cm−1 에서 관찰
될 수 있는데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HMDS
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Si-OH결합이 증가함을 관찰
할 수 있다41). 이는 HMDS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전
구체의 불완전한 분해가 가속되고, 이는 불완전한
실리콘 산화물의 증착을 초래하게 되어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상화학
증착에 있어 주로 Ar과 He을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방전 시킨 후, 반응 가스를 첨가하여 공정을 진행
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기상 증착에 대한 실제 실리콘 산화 및 질화
박막에 관한 증착 및 그에 따른 박막의 특성에 대
해 설명하기로 한다.
3.1 실리콘 산화물 (SiOx)
SiOx 박막은 무기물로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산업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져 온
박막이다36-37). 특히 최근에 SiOx 박막은 산소와 습
기등의 차단을 위한 봉지박막의 기능으로써도 연구
되어지고 있다38).
그림 3에서와 같은 “pin-to-plate”를 이용하는 유

Fig. 6. FT-IR spectra of the SiOx deposited at different
HMDS flow rates by atmospheric pressure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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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41). 일반적으로 이러한 Si-OH 결합이 많은
박막은 박막내 많은 파우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로인해 높은 표면 거칠기와 낮은 투과도의 특성을
보인다.
비슷한 공정가스의 조건에서 대기압 플라즈마와
진공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처리된
실리콘 산화물을 비교하여보면 대부분의 파티클을
이루는 OH결합(Hydroxyl Bonding)이 많이 함유되
어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43-44). 그 이유는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증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공플
라즈마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높은 압력 조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외부공기의 유입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로인해 산소공급을 위한 산소 제어가 어렵
기 때문이다30,40,45).
그림 7은 HMDS의 유량 증가에 따른 투과도를
400 nm에서 800 nm의 영역에서 측정한 그림이다.
HMDS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증착된 박막에 형성된
파우더에 의한 빛의 산란과 높은 다공성 박막은 투
과도를 저하시킨다46).
그림 8은 글라스 위에 300nm두께로 증착된 SiOx
를 SEM으로 표면을 분석한 그림이다. 그림 8(a),
(b), (c), (d)는 각각 HMDS의 유량이 15, 23, 30,
38 sccm인 경우이며 유량이 증가할수록 파티클의
증가와 그에 따른 표면 조도가 증가함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HMDS의 유량
증가에 따라 불완전한 전구체의 해리에 의해 OH결
합이 박막내에 증가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Ar유량대비 1% 미만의 HMDS의 사
용조건에서 21 nm/min의 증착속도와 95%이상의 투
과도를 갖는 최적화된 박막을 형성하였다는 보고가
있다24).

Fig. 7. Optical transmittance spectra of the deposited
films as a function of HMSD flow rat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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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M micrographs of the deposited films as a
function of the HMDS flow rate (a) 15 sccm,
(b) 23 sccm, (c) 30 sccm, and (d) 38 sccm24).

3.2 실리콘 질화물 (SiNx)
실리콘 질화물은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내산화
성 특징으로 제작된 소자의 봉지박막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47-48). 특히 산소 및 수분, 다
양한 불순물들에 의한 확산을 막아주는 특성 때문
에 다양한 전자소자에 이용이 되고 있다47-52).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
상화학증착에 있어 실리콘 산화물을 증착하는데에
실리콘 전구체로써 HMDS과 같은 유기계열 소스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실리콘 산화물과는 달리 실
리콘 질화물의 경우 산화반응에 비해 높은 에너지
를 필요로 하는 질화반응이 필요하며, 특히 HMDS
과 같은 유기계열 전구체를 사용하는 경우, 복잡한
화학구조와 낮은 반응성으로 인하여 질화반응이 발
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44,53,55). 그래서 실리콘
질화물의 박막증착을 위해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
한 기상화학장치를 이용하여 HMDS와 함께 N2/NH3
가스를 사용한 경우, 퓨리에 적외선 분광법을 통해
관찰해보면, 박막내 Si-N, Si-NH-Si 와 같은 결합이
존재하지만 유기물과 Si-CHn, Si-H 결합도 존재하
여 불순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39,56).
이처럼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기상증착
을 이용한 실리콘 질화물 증착 공정은 질화반응을
방해하는 외부로부터의 산소 및 기타 불순물의 침
투를 차단하는 것이 반응기 주변의 외부환경을 제
어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외부 환경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
과가 보고되고 있다45).
이러한 질화반응의 어려움 때문에 유기계열 소스
가 아닌 실리콘 전구체로써 SiH4 가스를 사용한 연
구 결과도 있다57-59). 질화박막을 얻기 위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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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착공정에서는 N 소스로서 N2나 NH3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림 9(a)는 SiH4가스를 이용하여
증착한 대기압 플라즈마 기상화학장치의 전극 개략
도이다58). 로터리 모양의 전극형태를 이용하였고 플
라즈마 방전을 위해 150 MHz주파수를 갖는 교류전
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Si전구체로써 SiH4가스와
He, H2를 같이 사용하였으며, 동일 조건에서 N소스
가스로서 N2와 NH3 가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증착한 실리콘 질화 박막을 깊이에 따른 조성비를
측정하여 그림 9(b), (c)에 나타내었다58). 그림 9(b)
의 경우 그림 9(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같은 깊이에

Fig. 9. (a) Schematic diagram of rotary-type atmospheric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system, and AES depth profile of atomic
concentrations in the SiNx film deposited with
(a) N2 (b) NH3 as the N-sources gas with
substrate scanning at 1 mm/s. The film
thickness was approximately 250 nm58).

서 낮은 질화농도를 보였으며 두께에 따라 급격히
N이 없어지고 실리콘만 남아있게 됨을 알 수 있다.
H. Kakiuchi et al. 에 따르면 4.7 eV의 분해 에너
지를 갖고 있는 NH3 가스를 N 소스가스로 사용하
는 경우, 4.0 eV의 분해 에너지를 갖고 있는 SiH4
과 비슷한 분해 에너지를 갖고 있어 원활한 질화반
응이 일어나는 반면에 N2 가스는 9.8 eV의 분해 에
너지를 갖고 있어 플라즈마내에서 SiH4 보다 적은
양의 N2가 분해되어 플라즈마에 노출이 되어도 성
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조성적으
로 균질하지 않은 SiNx 박막을 얻게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60).
그림 10은 N 소스 가스로서 N2 와 NH3 를 사용
했을 경우 시편 위치에 따른 증착두께를 측정한 결
과이다. 증착속도를 비교하여 보면 400 W의 입력
전력과 300도의 기판온도, He, SiH4, N2, H2의 가스
혼합비율은 각각 97.95%, 0.05%, 1%, 1%에서 공
정이 이루어졌다58). N2 가스 사용시 최대증착속도
가 27 nm/s 인데 비해 NH3 가스 사용시 120 nm/s
의 높은 증착속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NH3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대개 불순물로서 실리
콘 질화 박막내 수소의 함유량이 20 - 25 at.% 정도
되며, N2 가스를 사용한 경우 6 - 15 at.% 정도로 감
소된다는 장점이 있다27,41,47,49,61).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의 탈수소 처리 및
그에따른 수소함량을 낮춰62) 생성된 필름의 수소결
합을 제거하고 Si-N 결합을 증가시켜 불순물이 적
은 양질의 실리콘 질화 박막을 성막 시킬 수 있다
고 사료된다.
이처럼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박막의 증착은
아직까지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기압 장비의 장점인 장비의 단순성 및 편
리성을 통한 응용처 다각화와 연구개발이 지속된다
면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한 산업은 매우 유
망할거라고 사료된다.

Fig. 10. Thickness profile of the SiNx film after 10 s of
deposition in the standard conditions with
(opened symbol) N2 and (closed symbol) NH3
as N-source precursor for comparison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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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현재 대기압 방전을 이용한 기상화학 증착법은
새로운 방전 소스, 전구체 개발 및 파티클 생성을
억제시키기 위한 공정방법 개발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다.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상화학 증착법
은 증착, 표면처리, 세정등 적용범위가 넓고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기압 조
건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염으로 인하여
여러 예기치 않은 불순물에 의한 공정상의 문제점
들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불순물은 박막의 물
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진공장비에 비해
많은 양의 가스를 소모하고 이에 따른 공정상의 비
용적인 측면에서의 단점이 있지만 차세대 대면적
기판으로의 확장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고, 설비투
자에 대한 부담감이 진공장비에 비해 매우 적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장비의 개발 및 연구는 매주 중요
한 요소이며 앞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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