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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pper electrode is one of core parts using plasma etching process at semicondu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s of cutting conditions for mechanical machining of silicon upper electrode. For this research, surface
roughness of machined workpiece and depth of damage inside of silicon electrode are experimented and analyzed and
different values of feed rate and depth of cut are applied for the experiments. From these experiments, it is verified
that the surface roughness and internal damaged layer get worse according to take more fast feed rate. In conclusion,
cutting condition is very important factor for machining. Results of this study can use to develop various parts which
are made from single crystal silicon and affect various benefits to the semiconductor industry for bette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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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 실리콘 제품 표면의 광택, 잔류응력 및 내부 손
상(DoD, depth of damage) 정도 등과 연관되는 표면 거칠기
는 실리콘 전극의 경우 외적 미관뿐 아니라 내플라즈마
성, 내식성, 피로 강도 및 치수정밀도 등 제품의 기능 면
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낮은 표면 거칠기 형성이
요구된다.
내부 손상 층은 항복점 이상의 응력에 의해 특정한 결
정면을 따라 정해진 결정 방향으로 원자층이 미끄러지는
슬립변형(slip deformation)으로 인하여 내부에 발생한 미세
조직의 변화가 표면에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제품의 결
함으로 작용하게 되며, 피로 균열, 강도 저하 및 파손 등
의 원인이 되어 공정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전극 소재 내부에 손상(DoD, Depth of Damage)이 남아 있
는 경우 식각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열 충격에 의한 균열
전파가 이루어져 파티클이 발생하거나 부품의 수명을 단
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의 해
결을 위해서 실리콘 상부 전극의 표면에는 요철, 균열 및
칩핑이 없어야하고, 소재 내부의 손상도 또한 최소화되어

1. 서 론

1

반도체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들 중 상부 전극(upper electrode)은 챔버 상부에 장착
되어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세구멍 사이로 가스를 통과
시켜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웨이퍼 표면에 균일하게 플
라즈마를 분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식각 공정의 강
도와 난이도 상승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부품이다.
실리콘 전극이 과식각 되면 플라즈마 균일도 저하로
웨이퍼 불량과 함께 부품 교체로 인한 다운 타임이 발생
하여 공정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면 거칠기와 내부 손상 층의 최
소화 및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의 단결정 실리콘 전극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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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반도체 공정 미세화 및 고단화에 따라 강도 높은 고밀
도의 플라즈마 식각 환경이 형성되고, 더 미세하고 깊은
식각을 위해 식각 공정의 강도와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
므로 식각 공정의 수율 및 기술 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전극
의 표면 거칠기나 내부 손상 최소화를 통한 치수정밀도
향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 연구 동향 및 내용
반도체 플라즈마 식각 공정에 상부 전극 소재로 사용
되고 있는 고취성 난삭 재료인 단결정 실리콘은 가공 시
균열이나 칩핑이 발생하기 쉬운 소재이다. 과거에 단결정
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에 한정하여 사용됐으며, 단순한
원판 형태로 제작되는 웨이퍼는 형상 가공의 측면보다는
주로 소재의 결함 제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
근에 반도체의 미세화, 고단화에 따라 단결정 실리콘 소
재의 사용처가 다양해지면서 직경, 형상 및 치수정밀도가
까다로운 부품으로 제작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리콘 상부 전극의 표면 거칠기는 전체의 식각 균일
도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전극 소재 내부에 손상
층이 형성된 경우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플라즈마 열
충격에 의한 균열전파가 이루어져 파티클이 발생하거나
부품 파손에까지 이르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실리콘 상부 전극의 표면에
는 균열과 칩핑이 없어야 하고, 소재 내부의 손상 정도[2]
또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또한 소재별로 다양한 기계 가공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공 정밀도와 함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3-9]. 초미립 실리카 숫돌을 사용한 경면 연삭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기공률, 높은 집중도 및 낮은 결
합도의 숫돌로 양호한 실리콘 표면을 형성할 수 있다[4].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하여 실리콘 표면을 연마한 실험
에서 이송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 거칠기 값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5]. 다이아몬드 분말을 레진과 결합하여
만든 연삭용 다이아몬드 공구는 불규칙한 다이아몬드 입
자 크기의 배열 및 다이아몬드 입자와 레진 사이에 존재
하는 공극의 눈 메움 현상 등으로 공구에 따라 표면의 품
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 스핀들과 다중
배열의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하여 품질 가공 면의 향
상이 가능하다[6]
단순 형상의 웨이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상과
치수를 가진 부품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공성 향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가공 공정의 초정밀화 연구와 함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20권 제1호, 2021

께 표면 거칠기 및 표면 형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식각용 단결정 실리콘 상부
전극의 기계 가공 표면 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면 연삭에
널리 쓰이는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하여 이송속도 및 절
입량 변화에 따른 실리콘 전극의 표면 거칠기와 내부 손
상 정도의 최적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3. 기계 가공 실험
3.1 실험 대상 및 장치
단결정 실리콘 상부 전극은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실리
콘 잉곳의 성장부터 슬라이싱, 표면 가공, 형상 가공, 홀
가공 및 세정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제작되는데, 이러한
여러 공정 중 본 연구에서는 표면 형성에 이바지하는 표
면 가공 공정을 기계 가공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실
험에 사용된 단결정 실리콘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중
인 실리콘 웨이퍼 소재와 같으며, 순도가 8N(99.999999%)
이상인 소재를 채택하였다.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절단하여 단결정 실리콘 로드로
제작하였고, 결정 방향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100
결정면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단결정 실리콘의 물
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workpiece
Item

Specification

Standards

Material

Single crystal silicon

-

Crystal orientation

100

-

Purity

> 8N

-

Density(g/㎤)

≥ 2.31

ASTM C20

Poisson’s ratio (ν)

0.28

ASTM C818

(a) High speed vertical mach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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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상부 전극의 표면거칠기는 KS B 0161 규격에 준
하여 표면 조도 측정기(Mitutoyo, SJ-310)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표면 가공 과정 중 단결정 실리콘 내부에 전파된
내부 손상층의 측정에는 시편을 절단 후 주사전자현미경
(JEOL Ltd, JSM-6510)을 이용하였다.
내부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편은 rough cutting에
서 발생한 내부 손상층을 fine cutting으로 제거한 후 160℃
에서 acrylic resin으로 mounting 하였다. Mounting 된 시편을
holder에 장착 후 SiC pad(Daesung)를 이용해서 grinding 하였
고, 1∼3㎛의 diamond suspension(Microdiament)으로 polishing 후
etching, cleaning 과정을 거쳐 측정용 시편을 제작 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내부 손상을 확인하였다. Fig. 2의 (a)부터
(e)까지는 내부 손상 분석을 위한 시편 제작 과정이고, (f)
는 완성된 내부 손상 분석용 시편의 모습이다.

(b) Machining experiment
Fig. 1. Experimental machine for machining.
실험 장치는 헤드 구조를 최소화함으로써 저 중심의
고강성 구조로 고품질 정밀 가공에 특화된 고속 정밀 수
직형 머시닝센터(HWACHEON, SIRIUS-UL+12K)를 사용하
였다. Fig. 1의 (a)는 실험 장치의 이미지이고, (b)는 실험을
진행한 사진이다.

3.2 실험 방법
기계 가공 표면 품질 향상을 위해 초경합금 등의 평면
연삭에 널리 쓰이는 레진 본드 다이아몬드 휠을 장착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레진 본드 다이아몬드 휠은 강도
가 높고, 충격에 강한 장점으로 중연삭(heavy duty snagging
operation) 작업과 절단(cut off) 작업에 많이 사용된다.
이송속도(feed rate) 및 절입량(depth of cut) 변화에 따른 단
결정 실리콘 전극의 표면 거칠기와 내부 손상 정도 등 전
극 표면의 품질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계
가공 실험의 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for mechanical machining
Items
Spindle speed (rpm)
Feed rate (㎜/min)
Depth of cut (㎜)

Wheel

(a) Cutting

(b) Mounting

(c) Grinding

(d) Polishing

Contents
3,000
75, 100, 150
0.004, 0.005, 0.01

Type

Resin

Grade

N

Concentration

100
(e) Etching

(f) DoD specimen

Fig. 2. DoD specimen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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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분당 가공 축의 이동 거리인 이송속도의 변화를 실험
한 결과 Fig. 3과 같이 이송속도 증가에 따라 표면 거칠기
가 나빠지고, 내부 손상층의 발생도 증가하였다. 이송속
도 75㎜/min에서는 표면 거칠기 0.13㎛, 내부 손상층은 12.5
㎛ 발생하였고, 이송속도 100㎜/min에서는 표면 거칠기
0.29㎛, 내부 손상층은 14.0㎛로 측정되었다. 이송속도가
빠른 150㎜/min이면 가장 값이 큰 표면 거칠기 0.67㎛가 확
인되었고, 내부 손상층도 18.5㎛ 로 증가하였다.
이송속도 150㎜/min에서는 표면 거칠기가 크게 상승하
여 표면의 품질을 악화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 손상
층도 18.5㎛로 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0
㎜/min 이내의 이송속도가 생산성과 표면 품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이송속도의 범위로 생각한다. 빠른 이송
속도를 적용하면 생산량을 증가시켜 가공할 수 있지만,
표면 거칠기를 낮추고, 내부 손상층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송속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Ra & DoD according to depth of cut.
료된다. 이송속도와 절입량이 증가하면 다이아몬드 휠의
입자와 실리콘 사이에 접촉 호의 길이 및 최대 절입 깊이
가 증가하게 되고, 접촉 면적이 증가하면서 연삭 저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삭, 중삭 및 정삭 각각의 절
입량을 달리하여 표면 품위를 유지하면서 내부 손상층
발생을 방지하고, 가공속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5. 결 론

Fig. 3. Ra & DoD according to feed rate.
절입량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는 Fig. 4와 같이 절입량
0.004㎜에서 표면 거칠기는 0.10㎛, 내부 손상층은 10.5㎛
발생하였고, 절입량 0.005㎜에서 표면 거칠기는 0.18㎛, 내
부 손상층은 12㎛ 로 소폭 상승하였다. 가장 큰 절입량
0.01㎜에서 표면 거칠기는 0.54㎛ 로 크게 증가하였고, 내
부 손상층도 24.5㎛ 로 확인되었다. 절입량 0.005㎛ 대비
0.1㎛ 일 때 표면 거칠기는 3배 이상, 가공 변칠 층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절입량이 커지면 홈 주변에 요철이 발
생함과 동시에 홈 내부에도 크랙이 발생하여 내부 손상
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결정 실리콘과 같은 취성 재료의 경우 금속재료 대
비 파단변형이 작으므로 미세 연마 입자의 예리한 날에
의해 가공 표면에 파단이나 크랙이 형성되는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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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식각용 실리콘 상부 전극의
기계 가공 표면 품질 향상을 위해 초경합금 등의 평면 연
삭에 널리 쓰이는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하여 이송속도와
절입량에 따른 표면 변화를 연구하였고, 취성이 강한 단
결정 실리콘 소재의 내부로 전파되는 손상 정도의 변화
를 연구하였다.
1. 이송속도와 절입량을 증가시킬수록 표면 거칠기와 내
부 손상층이 증가하였다. 이송속도 150㎜/min에서는 표
면 거칠기가 상승하여 표면의 품질을 악화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내부 손상층도 18.5㎛로 깊게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100㎜/min 이내의 이송속도와
0.005㎜ 이내의 절입량이 생산성과 표면 품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가공 범위로 사료된다. 빠른 속도로 실
리콘 전극을 가공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친 표
면 거칠기와 깊은 내부 손상층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
다. 이송속도와 절입량을 낮추면 낮은 표면 거칠기와
함께 내부 손상층의 발생 정도를 줄일 수 있지만, 가공
속도가 느려져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황삭, 중삭 및 정삭 각각 가공 조건을 달리하여
표면 품위를 유지하면서 내부 손상층 발생을 방지하고,
가공속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절입량이 커지면 가공 홈 주변에 요철이 발생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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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홈 내부에도 크랙이 발생하여 내부 손상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결정 실리콘과 같은 취성
재료의 경우 연마 입자의 예리한 날에 의해 가공 표면
에 파단이나 크랙이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송
속도와 절입량이 증가하면 다이아몬드 휠의 입자와 실
리콘 사이의 접촉 호의 길이 및 최대 절입 깊이가 증
가하게 되고, 접촉 면적이 증가하면서 연삭 저항이 증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단결정 실리콘 상부 전극 제작 시 2,000mesh의 다이아
몬드 휠로 100㎜/min 이내의 이송속도와 0.005㎜ 이내의
절입량이 고순도의 실리콘 상부 전극을 제작할 수 있
는 공정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가공 조건과 가공 제품
의 표면 거칠기 관계는 주어진 공정 조건 및 환경에
따라 품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표면 거칠기를 향상
하는 것과 가공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반되는 요소로
판단되므로 필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가공 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고밀도 플라즈마 환경에서 사용되는 단결정 실리콘 전
극의 표면을 형성하는 최적 공정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단결정 실리콘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부품 개발의 기
초 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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