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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echniques mainly used in semiconductor impurity diffusion processes include furnace thermal diffusion, 

ion implantation, and vacuum plasma doping. However,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e process equipment and the 

unit cost are expensive. In this study, boron diffusion process using relatively inexpensive atmospheric plasma was 

conducted to solve this problem. With controlling parameters of Boron diffusion process, the doping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using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in the doping 

process was analyzed and the feasibility of atmospheric plasma doping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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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세계 반도체 매출은 4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그러나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국

의 천문학적 자본 투자와 연구 개발 인력의 공격적인 확

충은 앞으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 반도체 생산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의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반도체의 

공급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E-mail: gckwon@kw.ac.kr 

반도체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대기

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p-n 접합 형성 기술이다. p-n접합은 

정류 작용, 소수 전송자의 수집 작용이나 공핍층의 정전 

용량 특성 등을 이용하며 접합 트랜지스터나 사이리스터 

등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이

다[2-4]. 이러한 p-n접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불순물 확산 

공정이 필수적인데, 이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정 기술

로 퍼니스(Furnace)를 이용한 열확산 방식과 이온 주입법

(Ion Implantation), 진공 플라즈마 도핑(Vacuum Plasma Doping)

이 있다[5,6]. 그러나 퍼니스를 사용한 불순물 확산 공정은 

고가의 퍼니스 장비와 그 유지비용, 유독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설비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단점이 있으며, 이

온 주입법 및 진공 플라즈마 도핑법은 공정 장비 및 공정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기압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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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를 이용한 붕소 불순물 확산 공정은 장비 단가가 

싸고 공정 속도가 빨라 제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압 플라즈마 붕소 불순물 확산 공정 

중 플라즈마 방전 전류, 플라즈마 방전 시간, 그리고 웨이

퍼와 플라즈마 방전 전극간의 거리를 제어하며 도핑 특성

을 이차이온질량분석법(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를 이

용해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도핑 공정 중 각 변수가 어

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대기압 플

라즈마 불순물 확산 공정의 제어 방법을 도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대기압 제트 플라즈마 도핑 시스템 

Fig. 1은 대기압 플라즈마 도핑을 위한 대기압 제트 플

라즈마 발생 장치의 구성도이다. 플라즈마 방전을 위한 

전극은 바늘 형태로 저전류 방전에 용이하도록 제작되었

다. 방전을 위한 전극에 DC/AC 인버터를 이용하여 승압

된 전력을 공급하였다. 이때 인버터의 최대 전압은 15 kV 

이고, 주파수는 수십 kHz로 고정되었다. 플라즈마 방전을 

위한 기체는 아르곤(Argon) 기체를 사용하였으며, MFC 

(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하여 기체의 유량을 조절하였다. 

 

 

Fig. 1. Concept of atmospheric plasma doping experiment. 

 

2.2 붕소 도펀트를 이용한 대기압 플라즈마 도핑 

Fig. 2 는 대기압 제트 플라즈마를 이용한 붕소 확산 공

정 순서도이다. 사용된 웨이퍼의 특성은 두께 180 um, 면

저항 1.2 Ω/□의 단결정(100) 웨이퍼이다. 대기압 플라즈마 

방전 실험 전 일반적인 SC-1(5H2O:1 H2O2:1 NH4OH) / 

HF(5%) / SC-2(6 H2O:1 H2O2:1 HCl) 세정법을 사용하여 웨이

퍼 세정을 진행하였다. 이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초음파 

세척을 수 분간 진행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Spin Dry 방식을 사용해 웨이퍼의 

건조를 진행하였다. 

 

 

Fig. 2. Atmospheric plasma doping experiment flow chart. 

 

상기의 준비단계를 거친 웨이퍼에 스핀 코팅 방식을 이

용하여 붕소 도펀트를 도포하였다. 붕소(Boron) 도펀트는 

Filmtronics사의 B150을 사용하였다. 스핀 코팅은 Static 

Dispense 방식으로 회전시간 40초, 회전속도 2500 rpm에서 

도포를 진행하였다. 

도펀트 도포 후 플라즈마 방전전류, 플라즈마 방전거리, 

그리고 기판과 플라즈마 방전전극간의 거리를 변화해가

며 불순물 확산 공정을 진행하였다. 불순물 확산 공정을 

마친 웨이퍼는 잔존 도펀트 제거를 위해 HF 10% 용액에

서 15분간 세정을 거쳤으며, Spin Dry 방식으로 건조하였다. 

불순물 확산된 웨이퍼는 이차이온질량분석법을 통해 

도핑 깊이 분포(Doping depth Profile) 분석을 진행하였다. 면

저항(Sheet Resistance)는 다음의 수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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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zj 는 접합 깊이, q는 전자의 전하량, N(z)는 순도핑 

농도, μmaj는 다수 캐리어의 이동도이다. 접합 깊이(Junction 

Depth)는 도너와 억셉터의 농도가 같아지는 깊이이다. 이

동도 모델은 Klaassen 모델을 사용하였다[7]. 

 

3. 실험 및 결과 

 

Fig. 3은 방전전류를 조절하였을 때의 웨이퍼 내 붕소의 

깊이 분포도를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며, Fig. 4는 방전 전류 

별 대기압 플라즈마 도핑 공정 후 도핑 깊이 및 면저항을 



 

 김우재 · 이환희 · 권희태 · 신기원 · 양창실 · 권기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7 

 

 

22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때 방전기체 유량은 1.8 lpm, 방전 

전극과 웨이퍼 간 방전거리는 1 mm, 방전시간은 45 sec로 

고정되었다.  

 

 

Fig. 3. Doping depth profile of boron due to discharge current. 

 

 

Fig. 4. Doping depth and sheet resistance at boron doping 

by discharge current. 

 

방전전류 30 mA에서 도핑 깊이는 2.03 μm, 면저항은 

250.4 Ω/□, 방전전류 50 mA에서 도핑 깊이는 2.03 μm, 면

저항은 133.1 Ω/□, 방전전류 70 mA에서 도핑 깊이는 4.38 

μm, 면저항은 52.1 Ω/□이었다. 표면상의 도핑 농도는 방

전전류가 커질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단위 

공간당 불순물 농도인 도즈량이 증가함을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방전전류가 높아짐에 따라 도즈량이 증가함

을 확인 가능하다. 

다음 결과와 대기압 플라즈마에 의한 웨이퍼 가열 기

작을 통해 대기압 플라즈마 도핑의 기작을 추정할 수 있

다. 먼저 웨이퍼 표면에 플라즈마 방전전류에 의해 하전 

입자가 충전(Charge)되고, 웨이퍼 내부로 전류 패스(Current 

Path)가 형성된다. 이때 형성된 전류 패스에 의해 저항 가

열이 일어나 웨이퍼의 온도가 상승한다[8]. 방전 전류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고, 충분한 도펀트가 도포되었을 

경우 도즈량이 증가하며 불순물 확산 깊이가 깊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9]. 

Fig. 5는 방전시간을 조절하였을 때의 웨이퍼 내 붕소의 

깊이 분포도를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며, Fig. 6은 방전전류 

별 대기압 플라즈마 도핑 공정 후 도핑 깊이 및 면저항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때 방전기체 유량은 1.8 lpm , 방전 

거리는 1 mm, 방전 전류는 50 mA로 고정되었다. 

 

Fig. 5. Doping depth and sheet resistance at boron doping 

by discharge time. 

 

Fig. 6. Doping depth and sheet resistance at boron doping 

by discharge time. 

 

방전시간 15 sec에서 도핑 깊이는 2.09 μm, 면저항은 

178.1 Ω/□, 방전시간 30 sec에서 도핑 깊이는 2.45 μm, 면저

항은 150.0 Ω/□, 방전시간 45 sec에서 도핑 깊이는 3.72 μm, 

면저항은 93.6 Ω/□이었다. 웨이퍼 표면상의 도핑 농도는 

방전 거리를 조절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함을 확인

하였는데, 이것은 대기압 플라즈마 도핑 중 도펀트의 양

이 충분히 많아 고정 소스 확산(Constant Source Diffusion)이 

되었기 때문이다.  

Fig. 7은 플라즈마 방전 전극과 웨이퍼 간 방전거리 별 

대기압 플라즈마 도핑 중 붕소 확산 특성 그래프이며,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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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은 방전거리 별 대기압 플라즈마 도핑 공정 후 도핑 깊

이 및 면저항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때 방전기체 유량

은 1.8 lpm, 방전전류는 50 mA, 방전시간은 45 sec로 고정하

였다. 방전거리 0.5 mm에서 도핑 깊이는 3.29 μm, 면저항

은 189.0 Ω/□, 방전거리 1 mm에서 도핑 깊이는 3.72 μm, 면

저항은 93.6 Ω/□, 방전거리 2 mm에서 도핑 깊이는 3.82 μm, 

면저항은 76.8 Ω/□ 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방전거리가 멀

어짐에 따라 방전전압이 증가하여 도핑 깊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의 도핑 농도는 1 mm 이상의 

방전거리에서는 비슷했으나, 방전거리가 짧으면 표면 도

핑 농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플라즈마 방

전 시 파셴 곡선에 의해 방전거리가 매우 짧으면 다시 방

전전압이 증가하여 방전전류가 낮아진다. 이로 인하여 플

라즈마에 의한 웨이퍼 가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도

핑 시 도즈량이 낮아져 전체적인 도핑 농도가 감소한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10].  

 

 

Fig. 7. Doping depth profile of boron due to discharge 

distance. 

 

 

Fig. 8. Doping depth and sheet resistance at boron doping 

by discharge distance. 

4. 결  론 

 

첫 번째로 방전전류를 30 mA, 50 mA, 70 mA로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방전 전류가 늘어남에 따라 도핑 깊

이가 늘어나고 면저항이 줄어듬을 확인하였다. 또한 플라

즈마 방전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불순물농도가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방전시간을 15 sec, 30 sec, 45 sec로 조절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방전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도핑 

깊이와 면저항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방전 시

간이 늘어나도 표면불순물농도는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방전 시간은 표면불순물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플라즈마 방전 전극과 웨이퍼 간 거리를 0.5 

mm, 1 mm, 2 mm로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방전 전

류가 늘어남에 따라 도핑 깊이와 면저항이 늘어남을 확

인하였다. 이때 방전 거리가 1 mm 이하이면 표면불순물

농도가 줄어듬을 확인하였다. 이는 방전 거리가 일정 길

이 이하이면 대기압 플라즈마 방전 시 일정 거리 이하에

서 파셴 곡선에 따라 방전 전압이 다시 증가하여 방전 전

류가 낮아진다. 이때 웨이퍼를 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도

즈량이 적어져 표면불순물농도가 낮아진다. 이때의 기작

은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먼저 플라즈마 방전 전

류가 웨이퍼 표면에 하전 입자를 충전(Charge)하고, 웨이

퍼 내부로 전류 패스(Current Path)가 형성된다. 이때 형성된 

전류 패스에 의해 저항 가열이 일어나 웨이퍼의 온도가 

상승한다. 따라서 플라즈마 방전 전류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고, 불순물 확산 깊이가 깊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붕소의 불순물 

확산 공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대기압 플라즈마 불

순물 확산 공정 중 방전전류, 방전 시간, 방전 전극과 웨

이퍼 간 거리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인자임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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