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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analyzed chemical properties of polysiloxane and polysilazane films, respectively, as sealing mate-
rials for electrostatic chuck (ESC) and hav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polysilazane as an alternative sealant
to polysiloxane. It has been revealed that Si-O with organic bonding (Si-CH3) existed in polysiloxane films
compared to only pure Si-O bonding in polysilazane films. The sealing property of polysilazane has been
found outstanding even in a short time of application. In the polysiloxane films containing H2O, pin holes have
been found possibly due to CO2 gas evolution, and low adhesion with Si substrate has been observed after
heat stress test in connection with the existence of organic bonding. After acid resistance test in 0.5 vol.%
HF, 68 wt.% HNO3, and 37 wt.% HCl solution, polyilazane films have shown a longer survival time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polysiloxane sealant, polysilazane is expected as a new sealing material because of good
thermal and chemic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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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스플레이 공정이 건식화, 자동화됨에 따라 실

리콘 웨이퍼 및 유리기판을 처킹 (chucking) 하는

기술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

이 패널 (panel) 의 대면적화 및 박막화에 의한 제

조 공정의 변화는 처킹 기술의 향상을 요구해 왔다

. 기존의 기계적 클램프 (mechanical clamp) 는 기판

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입자오염의 문제가 있으며, 진

공척(vacuum chuck) 의 경우 진공 사용의 문제가

있다[1,2]. 또한 얇고 대면적의 기판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면적당 균일한 힘이 적용되지 않아 기판

에 자국이 남거나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단순 고정이 아닌, 기

판을 쉽게 탈·부착 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식각 공

정 및 증착 공정이 가능하고 오염의 발생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정전기력을 이용한 정전

척(electrostatic chuck, ESC) 이 양산공정에 사용되

고 있다[2-4]. 

정전척에서 기판의 흡착은 캐패시터(capacitor) 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발생되는 쿨롱 힘(Coulomb

force) 및 존슨-라벡 힘(Johnsen-Rahbeck force) 때문

에 일어난다. 전압이 인가 되었을 때 1015 Ω·c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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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높은 체적저항을 갖는 유전체 재료를 전하들

이 통과하지 못하며, 이 때 발생되는 대전분극은 쿨

롱 힘을 형성한다. 반면, 존슨-라벡형 힘은 기판과 정

전척 표면의 거칠기에 의해 생기는 air gap이 진공

유전체로 작용하여 전압이 인가 될 때, air gap에서

전하의 축적이 일어나 발생되는 정전기력이다[5-8].

상용 정전척은 가벼운 알루미늄 (Al) 모재 위 유전

특성과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알루미나(Al2O3), 산

화이트륨(Y2O3) 등을 열 또는 대기 플라즈마 용사

법을 이용해 제조하며[9,10], 전극층은 정전기력 발

생을 위한 도전성 재질로 전도성이 좋고 고융점 금

속인 텅스텐(W), 몰리브덴(Mo) 및 티타늄(Ti)을 사

용한다[11,12]. 그러나 용사 코팅용 분말을 이용한

용사 코팅층은 결정질상을 가지게 되며 내부에 마

이크로 크기의 기공을 형성하게 된다[13]. 알루미나

의 유전율이 9.5 이상인 반면 air의 유전율은 1.0로

체적 저항을 낮추어 전압 인가 시 유전체 내부의

기공을 따라 누설전류가 생기며 이로 인해 대전분

극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아 쿨롱 힘이 작아져 정

전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에칭 과정

중 생성되는 염소(Cl-) 및 불소(F-) 이온 혹은 질산

용액이 유전체 내 기공을 통과하여 용사층 내 전극

층을 부식시킨다. 그 결과, 면적당 일정한 정전기력

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전척의 수명 단축의 원인

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전 특성뿐만 아니

라 내산성이 뛰어난 실란트(sealant)를 사용해 용사

층 내 기공을 채워 체적 저항을 높여 누설전류를

저하시킴과 동시에 전극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에찬

트 가스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4].

실란트 내 매크로포러스(macroporous)한 재료를

침지시키면 확산을 통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의 물

질의 이동이 생기게 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기공

은 실란트로 채워지게 된다. 이에 대표적인 실란트

로써 실록산(siloxane) 계열의 재료가 사용되어 왔

다. 실록산계의 경우, 실리콘(Si)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열 경화 시 유리화가 진행되며, 그 결과 유전

율이 3.9인 SiO2 를 형성한다. 그러나 실록산계는

유기결합(-CH3) 을 포함하고 있어 용사층 내부 기

공에 채워진 후 열 경화 시 CO2 가스를 발생시키

고, CO2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기공의 재형

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기공에 채워진 후

CO2 가스의 생성 및 배출로 인한 부피 팽창률이 커

알루미나 층의 변형을 야기시킬 수 있다. 게다가,

실록산계는 경화 시 Si-O 결합뿐만 아니라 Si-CH3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15], 이로 인해 고 농도의 실

록산을 사용하여 Si-O 의 비중을 높여야 하므로 공

정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로

서 Si-CH3와 혼재된 Si-O는 플라즈마와 불소계 및

염소계 에찬트에 대한 내산성이 약하다는 점이 있

다. 따라서 유기결합을 포함하지 않으며 저농도의

실리콘 프리커서 만으로도 내화학적 특성이 뛰어난

Si-O를 형성 할 수 있는 실란트가 요구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라잔(silazane) 계열의 실란트는 유

기결합을 포함하지 않으며, 아민기(-NH-)를 갖고 있

어 경화를 촉진 시키며, 저농도의 실리콘 프리커서

를 함유함에도 저온에서 순수한 Si-O 결합만을 형

성한다[16,17]. 기존의 실록산계를 이용해 형성한

SiO2와 달리, 실라잔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SiO2는

불필요한 결합이 혼재하지 않아 치밀한 Si-O-Si 결

합을 형성해 에찬트에 대한 내산성이 뛰어나 정전

척의 장기간 이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용

사층 내 기공을 실링한 후 열 경화 시에도 부피 팽

창률이 상대적으로 적어 구조의 변형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란트로

서 실록산계와 실라잔계에 대해 비교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전척의 실란트 용액으로

사용되는 실록산계와 무기결합을 포함하는 실라잔계

에 대한 기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실리콘 웨이퍼

위 박막 형성 후 온도 별(i.e. RT, 80, 120, 150oC) 경

화 특성 및 박막의 부피 팽창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실란트의 침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알루미늄 모

재 위 알루미나가 용사 코팅된 정전척을 각 실란

트에 시간 별로(i.e. 4, 6, 8시간) 침지시켜 열 경화

후 단면을 관찰하였다. 조건 별 특성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해 가혹조건(150oC) 에서의 열 경화와 상

온냉각을 반복하는 열-충격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불소계 에찬트에 대한 내산성 테스트를 위해 공정

조건인 80oC의 경화조건에서 형성된 박막을

0.5 vol.% 불산 용액에 담궈 시간 별(i.e. 30, 60,

180 초) 에칭 속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형성된 박

막을 68 wt.% 질산과 37 wt.%의 염산의 분위기에

서 20시간 동안 침지시켜 그 변화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실라잔계 실란트를 사용하여 저하되는

쿨롱 힘을 방지뿐만 아니라 우수한 내산성을 이룰

수 있어 정전척 특성 향상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2. 실험방법

2.1. 박막 특성평가

박막 특성평가를 위해 기판은 Czochralski (CZ)

법으로 제조한 Si(100) 웨이퍼를 사용하였으며,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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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는 20 mm × 20 mm 크기로 가공 후 표면의 불

순물 제거를 위해 3차 증류수, 99.5 vol.% Acetone

과 99.5 vol.% IPA에 각각 10분간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그 후, 자연 산화막(native

oxide)을 제거하기 위해 0.1 vol.% 불산 용액에 1분

간 담군 후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Si 프

리커서로써 열경화 개시제가 포함되어 있는 30 wt.%

폴리실록산, H2O를 포함하고 있는 35 wt.% 폴리실

록산과 20 wt.% 무기-폴리실라잔이 사용되었으며,

박막 형성을 위해 세척된 Si 웨이퍼 위 100 ml를

dropping 후 500 rpm의 속도로 30 초간 스핀코팅을

실시 하였다. 일반 경화특성 평가를 위해 80oC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를 실시 하였으며, 열 스트레스

평가는 150oC에서 한 시간 열처리 후 상온(25oC)에

서 한 시간 동안 냉각을 1 사이클로 하여 대조군

으로 정하였고 5 사이클을 실시한 샘플을 비교군으

로 하였다. 박막 특성 평가를 위한 측정 장비로는

화학적 결합의 변화를 퓨리에 변환 전외선 분광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FTIR)로

관찰하였으며, 박막 단면의 두께 측정을 위해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하였다.

2.2. Sealing 특성평가

본 평가에 사용된 정전척은 20 mm × 20 mm ×

5 (t) mm의 알루미늄 6061 모재 위 알루미나 분말

을 대기 플라즈마 용사를 통해 기공률이 92 ± 2%

인 500 µm 두께의 알루미나 층을 형성하여 제조되

었다. 정전척은 sealing 특성평가 전 용사층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가스 및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

챔버에서 0.5 bar, 60oC의 분위기에서 48시간 동안

전처리를 하였다. 실란트들은 각각 250 ml 비커에

100 ml씩 나누어 시편을 4, 6, 8시간 동안 침지시

킨 후 표면에 잔류하는 실란트를 제거하고 80oC에

서 3시간 동안 열처리를 실시 하였다. 단면 측정을

위한 시편의 절단은 용사층 부분의 손상을 덜하게

하기 위해 절단기(Minisaw)를 이용하여 160 rpm의

속도로 알루미늄 모재를 자른 후 용사층 부분은 파

쇄하여 5 mm × 20 mm × 5 (t) mm의 크기로 잘랐으

며, 3차 증류수를 이용해 세척하였다. 단면 분석을

위해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하

였으며, 열처리 후 용사층 내부에서 실링특성을 관

찰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법(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을 이용하여 실

리콘 원소의 맵핑을 실시 하였다.

2.3. 내산성 평가

내산성 평가를 위해 세척된 20 mm × 20 mm 크

기의 Si(100) 웨이퍼 위 실란트를 100 ml씩 dropping

후 500 rpm의 속도로 스핀코팅 실시한 뒤, 80oC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박막을 형성하였다. 그 후,

3가지 용액(0.5 vol.% 불산, 68 wt.% 질산, 37 wt.%

염산)에 대한 내산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불산에

대한 내산성 평가는 시편은 각각 30, 60, 180초 동

안 0.5 vol.%로 제조된 불산 용액에 침지되었으며,

질산 및 염산에 대한 내산성 평가는 시편을 각각

68 wt.% 질산 및 37 wt.% 염산에 20시간씩 침지시

켰다. 내산성 평가 후 각 샘플들의 Si-O-Si 결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퓨리에 변환 전외선 분광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FTIR)로 관

찰하였으며, 단면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전계방

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박막 특성평가

 그림 1은 세 가지 종류의 실란트 ((a) 열경화 개

시제가 포함되어 있는 30 wt.% 폴리실록산, (b) H2O

를 포함하고 있는 35 wt.% 폴리실록산과 (c) 20 wt.%

무기-폴리실라잔)를 각각 상온, 80, 120, 150oC 에

서 3시간 경화 시킨 후 형성된 박막의 FT-IR 스펙

트럼을 보여준다. 열경화 개시제를 포함하는 30 wt.%

의 폴리실록산 (a)는 Si-O-Si 결합이 주로 1148 cm−1

(LO)과 1001 cm−1 (TO)에서 보였으며, 폴리실록산

구조의 특성상 –CH3의 유기결합을 포함하고 있어

경화 시 CO2 가스로 완전히 바뀌지 않고 Si-CH3

결합 및 C=O 결합이 잔류 하여 각각 1450과

1725 cm−1에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H2O를 포함하

는 35 wt.%의 폴리실록산을 경화한 경우 (b)에서,

Si-CH3 결합이 잔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766 cm−1에서 Si-H 결합이 존재 한다. (a)와 (b)의

경우, 경화온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으며, 유기결

합을 포함하는 폴리실록산을 경화 시 순수한 SiO2

만을 형성하지 못하고 내부에 C=O 및 Si-CH3의 결

합이 잔류한다. 여러 결합이 혼재하는 폴리실록산

의 SiO2는 유전율이 3.9인 순수한 SiO2보다 유전특

성의 저하를 야기시켜 기대치의 쿨롱 힘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SiO2의 비중을 높여야

하므로 고농도의 폴리실록산이 필요로 하게 된다.

반면, 20 wt.%의 무기-폴리실라잔 (c)의 경우 경화

온도가 높아질수록 708 cm−1의 Si-O 결합이 명확해

지며, 어떠한 유기결합의 잔류도 없다. 저농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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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콘 프리커서를 함유함에도 다른 결합과 혼재하지

않아 적은 양으로도 high quality의 SiO2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척의 구조 특성상 열처리 시 용사된 알루미

나 층은 세라믹재료로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반

면 (알루미나 열팽창계수: 7 × 10−6 K−1 [18]), 모재인

알루미늄은 금속재료로써 열에 대한 부피 팽창이 커

(6061 알루미늄 열팽창계수: 25 × 10−6 K−1 [18]) 열처

리 시 정전척의 파괴 및 알루미나층의 결함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경화 온도를 80oC에

서 3시간으로 정하였으며, 그림 2는 실란트 별 저

온경화 시 박막의 단면을 비교하기 위해 상온 및

80oC에서 3시간 경화 후 측정한 SEM 이미지이다.

기판은 Si(100)이며, (a)와 (b)는 30 wt.% 폴리실록

산을 각각 상온, 80oC 경화 시 단면을 보여주며, (c)

와 (d)는 35 wt.% 폴리실록산을 각각 상온, 80oC

경화 시 단면을 보여준다. 20 wt.% 무기-폴리실라

잔은 각각 (e) 상온, (f) 80oC 경화 시 단면을 보여

준다. 그래프 (g)는 30 wt.% 폴리실록산 (-■-), 35

wt.% 폴리실록산 (-●-), 20 wt.% 무기-폴리실라잔

(-▲-)의 상온 경화 시 박막의 두께 대비, 80oC 경

화 시 두께의 변화를 보여준다. 

30 wt.% 폴리실록산의 경우 박막의 두께는 처음

(a) 상온경화 시 1.88 µm, (b) 80oC 경화 시 4.07 µm

로 약 2배 정도 팽창 (-■-) 한다. 알루미나 용사층

내부 기공에 채워진 후 경화 시 2 배의 부피팽창

은 기공의 확장 및 구조적 파괴를 야기 할 수 있다.

반면, 35 wt.% 폴리실록산의 경우, 처음 (c) 상온 경

화 시 5.81 µm에서 (d) 80oC 경화 시 5.76 µm로

(-●-) 박막 두께의 변화가 미비하지만, 유기결합이

Fig. 1. FT-IR spectrum of sealants after 3 hours of curing time at RT, 80, 120, 150oC; (a) 30 wt.% polysiloxane with

curing initiator, (b) 35 wt.% polysiloxane with H2O, (c) 20 wt.% polysilazane with inorganic bonding.

Fig. 2. Cross-section views of thin film formed with sealants at curing temperature of RT and 80oC for 3 hours; (a)

RT curing, (b) 80oC curing of 30 wt.% polysiloxane, (c) RT curing, (d) 80oC curing of 35 wt.% polysiloxane, (e) RT

curing, (f) 80oC curing of 20 wt.% polysilazane. And (g) shows difference of thickness between RT curing and 80oC

curing; square is 30 wt.% polysiloxane, circle is 35 wt.% polysiloxane, triangle is 20 wt.% polysilaz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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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되면서 CO2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박막 내

부에 기체의 유출 통로 및 지름이 약 1 µm인 기공

(검은색 원)을 형성한다. 이는 경화 후 부피의 변화

가 없어 알루미나 용사층의 변형을 야기시키진 않

지만, 실링 후에 기공을 재형성할 수 있어 실링 특

성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 한편 무기-폴리

실라잔의 경우, 처음 (e) 상온 경화 시 0.96 µm에서

(f) 80oC 경화 시 1.26 µm로 약 1.3 배 팽창 (-▲-)

한다. 약간의 부피팽창은 유리화에 인한 것으로 알

루미나 층 내부의 기공을 채운 후 변형을 최소화하

며 경화해 실링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 기대된다. 

3.2. Sealing 특성평가

그림 3는 실란트의 sealing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전척을 실란트에 4, 6, 8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80oC에서 3시간 열처리한 뒤 알루미나 용사층의 단

면을 EDX를 통해 실리콘 원소에 대한 맵핑을 한

이미지이다. (a)의 열경화제가 포함된 폴리실록산의

경우, 침지시간의 변화에 따른 큰 변화가 없으며 8

시간의 침지를 진행하여도 용사층 내부까지 sealing

이 되지 않는다. 반면, (b)의 H2O를 포함하는 폴리

실록산과 (c)의 무기-폴리실라잔의 경우, 침지시간

이 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용사층 하단부까지 실리

콘 원소의 양이 많이 검출되며 침지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용사층 내부를 채운다. 

3.3. 열-충격 평가

열-충격 테스트는 가혹조건에서의 열처리 후 냉

각을 반복하며 박막 부피의 팽창 및 수축의 반복에

대한 내구성 및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

었다. 그림 4는 150oC의 가혹조건에서의 열처리 1

시간 후 상온 냉각 1시간을 1주기로 하여 1주기(좌

측) 와 5 주기(우측) 샘플 단면을 측정한 SEM 이

미지이다. 30 wt.% 폴리실록산의 (a) 열-충격 1주기

일 때, 두께는 12.7 µm에서 (b) 5 주기 후 17.5 µm

로 증가하였다. 또한 실리콘 기판과 동종임에도 불

구하고 열-충격 5주기 후 박막 층과 기판과의 경계

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실록산의 SiO2는 유기

결합과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박막 내부의 실리콘

프리커서 간 접합성은 좋지만, 순수한 Si(100) 기판

과의 접합성은 좋지 않다. 마찬가지로 35 wt.% 폴리

실록산의 (c) 열-충격 1주기일 때, 두께는 49.9 µm에

서 (d) 5주기 후 53.2 µm로 미소하게 증가하였다.

박막 내부에는 여전히 지름이 약 1 µm인 기공이 존

재하며, 유기결합과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판과

의 접합성이 좋지 않아, 5주기 후엔 완전히 탈착된

Fig. 3. EDX images about Si atoms of Al2O3 layer with curing at 80oC for 3 h after deeping in sealants for 4, 6, 8 h;

(a) 30 wt.% polysiloxane with curing initiator, (b) 35 wt.% polysiloxane with H2O, (c) 20 wt.% polysilazane with inorganic

bo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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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무기-폴리실라잔의 경

우, (e) 1주기 시 1.5 µm에서 (f) 5주기 후 7.0 µm로

증가하였으며, 열-충격 5 주기 후에도 순수한 SiO2

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실리콘 기판과의 접합성이

매우 좋은 것을 보여준다. 

3.4. 내산성 평가

 에칭공정 중 염산과 불산에 의해 생성되는 염소

(Cl-) 및 불소 (F-) 이온과 질산용액은 유전체 내 기

공을 통과하여 전극을 부분적으로 손상시켜 균일한

정전기력을 낼 수 없어 전기적 특성을 매우 저하

시키므로 정전척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실란트를 이용하여 용사층 내 기공을 실링

하는 것은 정전척의 수명연장을 위해 필수적 이므

로, 실란트 별 에찬트에 대한 내산성 평가는 정전

척의 수명연장 특성에 중요한 지표가된다.

그림 5는 실란트를 80oC에서 3시간 경화 후

0.5 vol.% 불산 용액에서의 내산성 테스트를 시간

별 (0, 30, 60, 180 초) 진행한 FT-IR 스펙트럼이다.

(a)의 열경화 개시제를 포함하는 폴리실록산의 경

우, Si-O-Si 결합은 0.5 vol.% 불산 용액에서 30초

만에 모두 에칭되어 피크가 사라진다. 열경화 개시

제로 인해 CO2가 생성되지 않고 내부에 C=O 결합

을 잔류하게 만들기 때문에 Si-O-Si 결합의 비중이

적어지게 되어 low quality의 특성을 나타낸다. 반

면 (b)의 H2O를 포함하는 폴리실록산의 경우, 수분

이 실리콘 프리커서의 유리화를 촉진시켜 Si-O-Si

결합을 형성하고, 0.5 vol.% 불산 용액에서 30초까

지는 Si-O-Si 결합을 유지하지만, 60초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기-폴리

실라잔의 박막 (c)의 경우에는 내부에 어떠한 유기

결합이 잔류하지 않고 순수한 SiO2로 되어있으며

실리콘 원자간의 접합성도 우수하여 불산 용액에서

180초가 지나도 피크가 확인된다. 따라서 폴리실라

잔을 통해 형성된 SiO2는 폴리실록산의 SiO2보다

불산에 대한 내산성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실란트 별 질산 및 염산계 에찬트에 대

한 내산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이다. 실란트를 80oC

Fig. 4. Cross-section views of samples with heat-stress

cycles from 150oC to RT; (a) 1 cycle, (b) 5 cycles of

thin film of 30 wt.% polysiloxane, (c) 1 cycle, (d) 5 cycles

of thin film of 35 wt.% polysiloxane, (e) 1 cycle, (f) 5

cycles of thin film of 20 wt.% polysilazane. And insets

are the enlarged images.

Fig. 5. FT-IR spectrum of thin film using the 3 different sealant after etching in 0.5 vol.% HF solution for 0, 30, 60,

180 s; (a) 30 wt.% polysiloxane with curing initiator, (b) 35 wt.% polysiloxane with H2O, (c) 20 wt.% polysilazane with

inorganic bo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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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시간 경화하여 박막을 형성한 후 68 wt.%의

질산 용액 혹은 37 wt.%의 염산 용액에 20시간 침

지 시켜 Si-O-Si 결합의 변화를 확인한 FT-IR 스펙

트럼이며, 그래프 내 SEM 이미지는 각 샘플의 단

면을 측정한 사진이다. (a)의 경우, (a)-Ref에서는

1148, 1011 cm−1에서 각각 Si-O-Si의 LO, TO

phonon이 보이지만, 질산((a)-HNO3) 혹은 염산((a)-

HCl) 의 분위기에서 20시간 침지 후 피크가 사라

진다. 박막의 두께는 처음 4.07 µm에서 질산 혹은

염산 처리 후 각각 3.66, 3.02 µm로 측정되며, 질

산 분위기보다 염산의 분위기에서 두께감소 및 피

크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b)의 경우, 처음 Si-O-Si 결합은 질산, 염산에서 20

시간 후 크게 줄어든다. 두께의 변화는 처음((b)-

Ref) 5.76 µm에서 질산처리((b)-HNO3)후 6.08 µm로

미소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박막 내부에 존재하

던 기공이 질산의 산화로 인해 팽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염산처리((b)-HCl) 후 단면에서

보이는 박막의 두께는 0 µm로 염산에 의해 모두 에

칭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c)의 경우, 처음 ((c)-

Ref)의 Si-O 결합은 질산 및 염산 처리 후 산화가

진행되어 더 명확한 피크를 형성하며, 박막의 두께

변화는 실록산계와 확연히 다르게 약 1.5 ~ 2.0배 가

량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록산계와 실라잔계

모두 경화 후 유리화로 인해 SiO2를 형성하지만, 실

록산계의 경우 Si-O 결합뿐만 아니라 유기결합이

혼재되어있어 치밀한 SiO2를 형성을 못해 질산과

염산에 대해 빠르게 에칭된다. 따라서 경화 후에

SiO2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질산과 염산에 대한

내산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실라잔계의 경우 순수한 SiO2로 이루어져 있어 치

밀한 박막을 형성할 수 있어 내산성이 매우 우수

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폴리실록산계와 폴리실라잔계 실

란트를 이용해 박막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sealing을

통해 정전척 특성 향상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온도 별 박막 특성 평가결과 폴리실록산계

는 경화 후 내부에 유기결합(Si-CH3 또는 C=O)이

잔류하였으며 지름이 약 1 µm 미만인 핀홀이 존재

한 반면, 폴리실라잔계의 경우 순수한 Si-O-Si 결합

만이 존재하였으며 부피팽창이 적었다. 실링 특성

평가 결과 폴리실라잔계 실란트가 적은 시간의 침

지 후에도 용사층 하단까지 침투를 하였다. 가혹조

건에서 박막 특성 변화를 보기 위한 열-충격 테스

트 결과, 폴리실록산계는 유기결합이 혼재하고 있

어 실리콘 기판과의 접착성이 좋지 않은 반면, 폴

리실라잔계의 경우 5주기 후에도 기판과의 접착성

이 우수하였다. 내산성 테스트 결과, 0.5 vol.% 불

산 용액에 대해서 실록산계는 30 ~ 180 초 내에 SiO2

결합이 사라지는 것에 반해 폴리실라잔의 경우 180

초 이후에도 SiO2결합이 남아있었으며, 68 wt.%의

질산 및 37 wt.%의 염산 용액에 10시간 침지 시

폴리실록산계는 모두 에칭되어 SiO2의 결합이 줄어

들었지만 폴리실라잔계는 산화가 되어 더 명확한

SiO2결합을 형성하였다. 위 결과를 통해 폴리실라

잔계 실란트는 종래의 폴리실록산계 실란트에 비해

순수한 Si-O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쿨롱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실링 특성 및 에찬트에 대한 내

산성이 뛰어나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어 정전척

Fig. 6. FT-IR spectrum of thin film using the 3 different sealant before (Ref) and after etching in 68 wt.% HNO3 or

37 wt.% HCl solution for 20 hours; (a) 30 wt.% polysiloxane with curing initiator, (b) 35 wt.% polysiloxane with H2O,

(c) 20 wt.% polysilazane with inorganic bondings. The insets are SEM images of cross-section thicknes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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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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