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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on the formation of anodic aluminum oxide (AAO) film using sulfuric acid containing cerium salt. When
the temperature of the sulfuric acid containing cerium salt changes from 5 ℃ to 20 ℃, the current density and the
thickness growth rate increase.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AAO film change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electrolytes. And that affected the breakdown voltage and the plasma etch rate. The breakdown voltage per unit
thickness was the highest at 15 ℃, and the plasma etch rate was the lowest at 10 ℃ at 2.80 ㎛/h.
Key Words : Anodizing, Plasma corrosion, Plasma etch rate, Breakdown voltage

1. 서 론

1

반도체 제조공정은 초집적화가 진행됨에 따라 높은 종
횡비(high aspect ratio) 구조를 식각하기 위해 플라즈마를 이
용한 건식 식각을 사용한다. 또한, 플라즈마는 산화 및 박
막 공정 중 챔버 내부에 증착된 막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
에 사용된다. 플라즈마는 반응성이 높은 라디칼과 중성자,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도체 식각 공정과 세정 공
정이 진행됨에 따라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 부품들
은 플라즈마에 장시간 노출된다. 장시간 노출된 부품의
피막은 열화가 진행되고, 공정 수율을 저하시키는 오염입
자(contamination particle)가 발생하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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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식성이 우수한 Al2O3, Y2O3, YF3 등의 소재가 사용된다
[1-3].
반도체 장비 부품 중 사워헤드, 상부전극 등은 플라즈
마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아노다이징을 이용하여 Al2O3를
피막에 성장시킨다. 아노다이징은 황산, 수산, 크롬산 등
의 전해액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에 Al2O3 피막을 성장시키
는 기술이다[4-7]. 아노다이징으로 제조된 피막은 재현성,
물리 화학적 내구성이 뛰어나 선박, 항공, 반도체 분야에
서 사용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통해 세륨염(Ce(SO4)2) 첨가량에
따른 황산 아노다이징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륨염이 산화 촉진제의 역할을 하여 두께 성장률을 증
가시키고 피막 내부의 α -Al2O3 상을 증가시켜 플라즈마
내식성 및 오염입자 발생량이 황산 아노다이징보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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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1, 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륨염 3 mM를
첨가한 황산 전해액의 온도 변화를 통해 온도에 따른 피
막 성장과 표면분석을 하고 플라즈마 환경에서의 내전압
특성과 내플라즈마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피막의 표면 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Quanta 650 FEG, FEI)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아노다이징 피막의 두께는 도막
두께측정기(ISOSCOPE FMP 10, HELMUT FISCHER)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라디칼과 이온에 대한 부식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도결합 플라즈마 장비(inductively
coupled plasma-reactive ion etching)를 이용하여 시편을 플라즈
마에 노출시켰고, 장비에 대한 모식도는 Fig. 1에 나타내었
다.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CF4, Ar, O2를 각각 40, 30, 10
sccm의 유동률로 챔버에 주입되었으며, 자세한 공정 조건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편은 두께 1 mm의 알루미늄 6061 합금(Alfa Aesar, USA)
을 40 mm x 40 mm 크기로 준비하였다. 표면 세정을 위해
에탄올(99.8 %, DUKSAN, Korea)에서 30분 동안 초음파처리
를 한 뒤 D.I water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시편 표면의 거
칠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과염소산(70 %, DUKSAN, Korea) Table 1. Plasma etching condition
과 에탄올(99.8 %, DUKSAN, Korea)을 1:4 비율로 혼합한 전
Etching Conditions
Source power
800
W
해액에 시편을 담가 25 V에서 180초 동안 전해연마를 실
Bias power
400
W
시하였다. 전해연마 처리 후 시편은 D.I water로 5분간 세
Gas flow
40:30:10
sccm
척한 뒤 질소 가스로 수분을 제거하였다.
(CF4:Ar:O2)
본 실험에서 아노다이징은 정전압으로 진행하였으며
Process pressure
30
mTorr
Exposure time
60
min
황산 1.5 M에 세륨염(Ce(SO4)2, Sigma Aldrich, USA)을 3 mM를
첨가하여 전해액을 제조하였다. 냉각판(Cooling stage)을 이
용하여 전해액 온도를 각각 5 ℃, 10 ℃, 15 ℃, 20 ℃ 로
3. 결과 및 고찰
유지하며 20 V에서 1시간 동안 아노다이징을 진행하였다.
Fig. 2는 전해액 온도에 따른 아노다이징 피막의 두께
시편의 절연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TOS 9201(KIKUSUI,
Japan)을 사용하였고, 15 V/s로 승압할 때 4 mA의 전류가 통 성장률과 전류밀도를 나타낸다. 정전압법으로 진행되는
아노다이징 피막의 경우 산화 피막이 성장이 되지 않은
전되는 시점을 시편의 내전압으로 측정하였다.
초기부터 일정한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초기에 높은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초기 5분의 전류값을
제외한 값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전류밀도를 나타내었
다. 아노다이징의 경우 인가전압, 전류밀도, 전해액, 금속
의 순도, 온도에 따라 피막의 특성이 결정된다. 아노다이
징 피막의 성장은 표면의 용해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
지며, 용해와 성장이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아노다이징 피막의 두께 성장률은 산화막이
생성되는 속도(Vf)와 생성된 산화막의 용출되는 속도(Vd)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전해액 온도가 낮을
경우 Vf와 Vd가 낮아지게 되므로 두께 성장률이 감소하게
된다[9]. Fig. 2를 살펴보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류밀도
가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전류밀도가 상승하게 되면 두께
성장률은 증가하게 된다[10]. 결론적으로 두께 성장률은
전해액 온도와 전류밀도에 의해 결정되며, 5 ℃, 10 ℃,
15 ℃, 20 ℃에서 1시간 동안 성장된 피막 두께는 각각 11.8
㎛, 16.0 ㎛, 23.4 ㎛, 32.1 ㎛로 20 ℃에서 가장 높은 두께를
Fig. 1. Schematic diagram of inductively coupled plasma- 가진다.
reactive ion etch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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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wth rate of AAO film thickness and current
density with change in electrolyte temperature.

Fig. 3. FE-SEM images of AAO film surfaces: (a) 5 ℃,
(b) 10 ℃, (c) 15 ℃, (d) 20 ℃.

Fig. 3 은 전해액 온도에 따른 아노다이징 피막의 표면
FE-SEM 이미지다. 세륨염을 첨가한 아노다이징 피막의
표면은 self-sealing 층이 관찰되며, 전해액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self-sealing 층이 치밀하게 형성된다. Fig. 4는 플라즈마
에 노출된 후 아노다이징 피막의 표면 FE-SEM 이미지다.
Fig. 3와 Fig. 4를 비교하면 플라즈마에 노출된 뒤 표면에
self-sealing 층이 식각 되어 아노다이징 피막의 다공층이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의 FE-SEM 이미지를 살
펴보면 모든 전해액 온도에서 불규칙적인 기공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차 아노다이징으로 제조된
피막의 경우 field-assisted dissolution에 의해서 불규칙적인 기
공 구조가 형성된다[11].
Fig. 5는 전해액 온도에 따른 내전압 데이터이다. 반도체
식각 공정, 증착 공정 등에 사용되는 상부전극 및 정전기
척 등은 플라즈마 발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고전
압에 노출되게 된다. 고전압에 의해 절연피막이 파괴되면
Micro arcing이 발생하게 되고, 공정 중 플라즈마 변수가 달
라지거나 오염입자가 발생하게 되어 공정 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2,13]. 따라서 부품 피막에 사용 되는 소재는
고전압에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절연 특성이 중요하다.
Fig. 5에서 전해액 온도에 따른 내전압은 5 ℃, 10 ℃, 15 ℃,
20 ℃에서 각각 266 V, 460 V, 1012 V, 1132 V로 20 ℃에서 가장
높은 내전압을 가진다. 아노다이징 피막의 내전압은 두께
에 비례하며[13], Fig. 2 데이터 결과 전해액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성장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에 20 ℃에서 가장 높
은 내전압이 측정되었다. Table 2는 전해액 온도에 따른 두
께 대비 내전압 결과이다. 두께 대비 내전압은 온도가 상
승함에 따라 증가하다 20 ℃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Fig. 4. FE-SEM images of AAO films after exposure to
CF4/Ar/O2 plasma: (a) 5 ℃, (b) 10 ℃, (c) 15 ℃,
(d) 20 ℃.
다. 5 ℃ 10 ℃의 샘플의 경우 피막의 두께가 20 ㎛로 이하
로 낮아 15 ℃에서보다 빠르게 통전되기 때문에 두께 대
비 내전압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15 ℃(43.21 V/㎛)에서 제
조된 아노다이징 피막이 가장 높은 두께 대비 내전압을
가지며 20 ℃(35.29 V/㎛)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Fig. 3d의 FE-SEM 이미지를 살펴보면 Fig. 3a-c 보다 표면
self-sealing 층에 결함이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해
액 온도에 따른 두께 성장률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
인다. 일반적으로 전해액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제조된
아노다이징 피막의 경우 치밀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14]. 따라서
20 ℃에서 제조된 아노다이징 피막의 경우 높은 두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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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reakdown voltage of AAO film with change in
electrolyte temperature.

식각이 일어나게 된다. CF4/Ar/O2 플라즈마에 의한 소재 식
각의 경우 소재의 물질에 따라 화학적 식각이 결정되고
피막의 물성(경도, 내마모성, 밀도 등)에 따라 물리적 식
각에 영향을 받는다. Fig. 6을 살펴보면 20 ℃에서 제조된
샘플의 경우 다른 온도에서 제조된 샘플보다 높은 식각
량을 보인다. 이는 Fig. 3d와 Table 2의 데이터와 같이 두께
성장률이 높은 20 ℃ 샘플의 피막이 다른 샘플에 비해 치
밀하지 못한 피막을 가지고 있으며, 치밀하지 못한 피막
특성으로 인해 두께 대비 내전압 또한 낮은 특성을 가진
다. 따라서 라디칼에 의한 화학적 식각은 0 ℃에서부터
20 ℃ 샘플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피막 특성을 가진 20 ℃ 샘플에서 물리적인 식각이 효과
적으로 발생하여 높은 식각량을 가진다.
Table 2. Breakdown voltage/thickness of AAO films
Breakdown voltage/thickness (V/㎛)
5 ℃
10 ℃
15 ℃
20 ℃

22.57 V/㎛
28.68 V/㎛
43.21 V/㎛
35.29 V/㎛

4. 결 론

Fig. 6. Etching rate of AAO film after CF4/Ar/O2 plasma
exposure for 1 h.
장율로 인해 치밀하지 못한 피막이 형성되어 15 ℃에서
제조된 샘플보다 낮은 두께 대비 내전압을 가진다.
Fig. 6은 CF4/Ar/O2 플라즈마에 대한 아노다이징 피막의
식각량 데이터이다. CF4/Ar/O2의 혼합 가스 분위기에서 아
노다이징 피막은 라디칼에 의한 화학적 식각과 물리적
식각이 동시에 일어난다. CFx 라디칼은 피막의 표면에 CnFm을 형성하고 CnFm 막과 아노다이징 피막의 Al-O 결합이
반응하여 휘발성의 CO와 표면에 얇은 AlFx를 형성하게
된다[15]. 얇은 AlFx 막은 Al2O3 보다 낮은 경도와 높은 휘
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r ion에 의해서 비교적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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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륨염이 첨가된 전해액의 온도 변화를 통
해 내플라즈마성이 우수한 아노다이징 피막을 제조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륨염이 첨가된 황산 전해액의 온
도를 5 ℃에서 20 ℃까지 변화하여 아노다이징 피막을 제
조하였고, 내전압과 플라즈마 식각량을 측정하였다.
전해액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류밀도가 증가하게 되
고 피막의 밀도, 두께 성장률, 내전압, 플라즈마 식각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 한 아노다이징의
경우 20 ℃에서 피막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20 ℃에서
성장된 아노다이징 피막의 경우 높은 두께 성장률로 인
해 치밀하지 못한 피막이 성장하게 되고, 낮은 밀도와 경
도를 가지게 되어 두께 대비 내전압이 감소하게 된다. 또
한 낮은 피막 특성으로 인해 플라즈마 식각량이 증가하
게 된다.
15 ℃에서 성장된 아노다이징 피막의 경우 가장 높은
두께 대비 내전압을 가지고 있으며 플라즈마에 대한 식
각량 또한 우수하게 나타낸다. 10 ℃에서 성장된 아노다이
징 피막의 경우 내전압 특성은 낮지만 플라즈마 식각량
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세륨염을 첨가한 황산 전해액의 온도를
15 ℃로 변화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는 피

Ce ion 이 첨가된 황산 아노다이징의 온도 변화에 따른 내플라즈마 특성

막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전해액 온도 변화를 통해 피막의
두께와 밀도를 제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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