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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lasma corrosion resistance an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contamination particles generated 

using the plasma etching process and cleaning process of coating parts for semiconductor plasma etching equipment 

were investigated. As the coating method, atmospheric plasma spray (APS) was used, and the powder materials were 

Y2O3 and Y3Al5O12 (YAG).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e densities of the coatings due to the difference in solu-

bility due to the melting point of the powdered material. As a plasma environment, a mixed gas of CF4, O2, and Ar 

was used, and the etching process was performed at 200 W for 60 min. After the plasma etching process, a fluorinated 

film was formed on the surfac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lasma resistance was lowered and contaminant 

particles were generated. We performed a surface cleaning process using piranha solution(H2SO4(3):H2O2(1)) to 

remove the defect-causing surface fluorinated film. APS-Y2O3 and APS-YAG coatings commonly increased the 

number of defects (pores, cracks) on the coating surface by plasma etching and cleaning process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generation of contamination particles increased and the breakdown voltage decreas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PS-YAG under the same cleaning process conditions, some of the fluorinated film remained and 

surface defects increased, which accelerat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tamination particles after clean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taminating particles and the breakdown voltage that causes defects in semiconductor 

devices can be controlled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APS coating process and clea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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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소자의 대면적화 및 고집적화에 따른 공정의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라즈마 공

정은 고파워, 고밀도, 고부식성 등의 보다 가혹한 공정 환

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의 변화는 공정 장비 내

부를 구성하는 부품의 코팅소재 부식 및 arcing을 촉진하

며, 오염입자를 발생시켜 실리콘 기판의 불량을 유발하게 

된다. 기판의 불량은 수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므로 매우 중요한 관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부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산화물을 코팅하

여 사용하고 있으며, aluminum계 소재[1–4], yttrium계 소재

[5–7]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Yttrium계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 표면에 파우더 형태를 분사하여 코팅하는 

공법을 사용하며, 파우더는 sub-micron 부터 수십 micron까

지 다양한 크기가 존재한다. 코팅 공법은 그 방법에 따라 

atmospheric plasma spray (APS), suspension plasma spray (SPS), 

aerosol deposition (AD), low pressure plasma spray (LPP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PS를 이용한 코팅은 피막 특성 및 상업

성이 우수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코팅 방법이다. 코팅

소재로는 Y2O3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YOF, YF3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10]. 

오염입자의 발생은 코팅소재 표면의 불소화 피막 생성 

및 부식이 핵심 원인이며, 초기 표면 상태로 되돌리기 위

한 세정공정을 진행한다. 세정공정은 코팅소재 표면에 존

재하는 불화층을 제거하기 위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세정공정 후 코팅소재 표면은 초기 상태와 

유사한 특성을 갖게되며, 오염입자 발생 및 공정 shift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yttrium계 APS 코팅소재 연구는 내플라즈마 연

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세정공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S 코팅 공법을 통해 제작

한 Y2O3와 Y3Al5O12 (YAG) 코팅소재를 CF4/O2/Ar 플라즈마

에 노출시킨 후 piranha 용액을 사용하여 세정을 진행하였

다. 이후 다시 플라즈마에 노출시켜 세정공정 전과 후의 

내플라즈마성 및 오염입자 발생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APS 코팅 공정 파워는 980 W, 플라즈마 건과 기판사이

의 거리는 12 cm로 진행하였다 (TAFA MODEL 3710, Praxair 

Surface Technologies, United States) (Fig. 1a). 기판은 알루미늄 합

금인 Al6061-T6 (HIGGSLAB, South Korea)을 사용하였다. 코

팅 분말은 shinetsu社의 Y2O3, YAG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모

두 30㎛ 크기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플라즈마 식각 공정에 의한 내플라즈마성 변화는 CCP-

RIE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1b에 자세하게 나타내었

다. 공정 가스는 CF4, O2, 그리고 Ar을 사용하였고, 각각 20, 

5, 15 sccm을 주입하였다. 252 mTorr의 공정압력에서 60 분 

동안 200 W의 파워로 플라즈마 식각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세정 공정에는 piranha용액을 사용하였으며, H2SO4 

(95 %, DUKSAN REAFENTS, South Korea)와 H2O2 (30%, 

DUKSAN REAFENTS, South Korea)를 3: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piranha 용액에 5분 동안 침지시킨 후, 

800방의 입도를 가지는 연마포로 1분간 표면 연마를 진행

하였다. 

코팅 샘플의 두께 변화는 와전류 방식의 측정기기를 

사용하였으며, (FMP 10, Helmut Fischer, Germany) 표면 형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FE-SEM (S-4800, HITACHI, Japan)을 

사용하였다. 

내전압 변화는 자체제작한 기기(TOS 9201, KIKUSUI,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질량변화는 정밀전자저울(XSR205 

DUV,  Mettler-Toledo, United States)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APS 코팅은 플라즈마에 의해 분말이 용융되면서 기판

과 충돌하여 코팅막을 성장시킨다. 따라서, 분말의 용융

정도에 따라 코팅막의 특성이 결정되며, 내플라즈마성 및 

오염입자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Fig. 2는 각 공정에 따른 시편의 표면 변화를 나타낸 사

진이다. Fig. 2c와 d는 플라즈마 식각에 의해 생성된 불소화  

Fig. 1. Schematic of (a) atmospheric plasma spray coating, 

(b) plasma etching system, and (c) breakdown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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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에 의해 원형 패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e와 f는 플라즈마 식각 후의 시편을 piranha 용액을 

이용하여 세정한 것이다. APS-Y2O3 (Fig. 2e)의 경우 초기 초

기 표면과 유사한 상태로 세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APS-YAG (Fig. 2f)는 불소화 피막이 일부 잔류하여 불완전

한 세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APS-Y2O3와 APS-YAG 코팅의 표면 형상을 나타

낸 SEM image이다. Fig. 3a는 초기 APS-Y2O3 코팅 표면이며, 

비용융된 다수의 코팅분말로 인해 거칠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3b는 초기 APS-YAG 코팅 표면이며, APS-

Y2O3 대비 코팅분말이 완전 용융되어 거칠기가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융 입자와 거칠기는 Y2O3

와 YAG의 녹는점 차이로 인한 것이며, 각각 2705 K, 2213 

K이다(Table 1). 

 

Table 1. Melting and boiling points according to coating 

materials. 

 Y2O3 YAG AlF3 YF3 

Boiling 

point 
4570 K - 523 K 2500 K 

Melting 

point 
2705 K 2213 K 1564 K 1660 K 

 

Fig. 3c와 d는 플라즈마 식각 후의 APS-Y2O3와 APS-YAG 

코팅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플라즈마에 의한 물리 화학

적 식각으로 내부 코팅층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특

히, 표면에 다수 관찰되는 crater형상이 공통적인 특징이며, 

플라즈마 식각 공정 시 발생한 ion bombardment와 radical에 

의한 것이다. 그림3c와 d의 큰 차이점은 pore의 유무이다. 

이러한 pore는 분말의 용융도 차이에 의한 것이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Y2O3소재의 비용융 분말에 의한 코팅

의 밀도감소가 그 원인이다. 

Fig. 3e와 f는 플라즈마 식각 후, piranha용액을 이용하여 세

정한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세정의 목적은 radical에 의한 

불소화 피막을 제거하여 초기 코팅 성분과 동일한 표면층

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 화학적 세정에 의해 

다소 거친 texture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칠기는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PS 코팅 표면의 pore는 APS-Y2O3에

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crack은 APS-YAG에서 더 많이 나타

났다. Crack의 경우 오염입자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높은 오염입자 발생량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Fig. 4와 Table 2는 플라즈마 식각 후의 APS 코팅 표면 성분

과 세정 후의 APS 코팅 표면 성분을 EDS로 나타낸 것이다. 

Fig. 4a와 c는 플라즈마 노출 후 표면 불소화 피막이 형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소화 피막은 대표적

으로 AlF3, YF3 으로 존재하며, 초기 피막Y2O3와 YAG 대비 

낮은 물성을 가지고 있다(Table 1)[11–14]. 따라서, radical에 

의한 불소화 피막의 생성은 ion bombardment에 의한 내부

식성 저하를 촉진하여 오염입자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Fig. 4b와 d는 piranha 세정 후의 표면 성분을 EDS로 나타

낸 것이다. 플라즈마 식각된 표면 대비 불소함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PS-Y2O3 (Fig. 4b)에서 두드 

Fig. 3. FE-SEM images of APS coating surface. 

 

Fig. 2. Surface photos of specimens according to ea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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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DS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each process 

 
Element Atomic % 

Y Al O F 

Y2O3 

plasma 

etching 

28.65 - 21.06 50.29 

Y2O3 

cleaning 
57.17 - 42.83 - 

YAG 

plasma 

etching 

18.27 17.98 22.77 40.99 

YAG 

cleaning 
25.51 30.88 30.83 12.78 

 

 
 

러지게 나타났다. APS-YAG (Fig. 4d)의 경우 불소함량이 감

소하였으나, 잔류 불소 피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Fig. 2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5는 플라즈마 식각 공정 중 발생한 실시간 오염입

자이다. Fig. 5a는 pristine 시편을 플라즈마에 노출시키면서 

측정한 것이며(1차 플라즈마 식각), APS-Y2O3 (450 ea)대비 

APS-YAG (63 ea)가 현저하게 낮은 오염입자 발생량을 보였

다. 이는 Fig. 3에서 설명한 분말의 용융도에 의한 코팅 밀

도 차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5. Contamination particle generation after primary 

plasma exposure and secondary plasma exposure. 

Fig. 4. EDS surface analysis result; after plasma 

exposure of (a) Y2O3 coating and (c) YAG 

coating, after cleaning of (b) Y2O3 coating and 

(d) YAG coating. 



 

권혁성 · 김민중 · 소종호 · 신재수 · 정진욱 · 맹선정 · 윤주영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21권 제3호, 2022 

 

 

78 

Fig. 5b는 piranha 세정 후의 시편을 플라즈마에 노출시키

면서 측정한 것이다(2차플라즈마 식각). 1차 플라즈마 식

각과 같이 APS-Y2O3 (508 ea)대비 APS-YAG (107 ea)가 현저

하게 낮은 오염입자 발생량을 보였다. 세정 후의 불안정

한 표면(Fig. 3e와 f)으로 인해 1차 플라즈마 식각 대비 2차 

플라즈마 식각에서 오염입자 발생량이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오염입자 발생량 증가율은 APS-Y2O3

가 13 %, APS-YAG가 70 %로 나타났으며, Fig. 4에서의 완전

히 세정되지 않은 잔류 불소 피막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6은 플라즈마 식각 공정 후 APS 코팅 피막의 두께 

변화와 내전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6a에서 초기 

APS-Y2O3와 APS-YAG의 코팅 피막의 두께는 각각 159.8 ㎛

와 155.2 ㎛이며, 플라즈마 식각에 의해 두께가 감소된 것

을 확인하였다. 1차 플라즈마 노출 후의 APS-Y2O3와 APS-

YAG의 코팅 피막의 두께는 각각 155.0 ㎛와 147.6 ㎛이며, 

2차 플라즈마 노출 후는 각각 141.8 ㎛와 135.2 ㎛로 나타

났다. 2차 플라즈마 노출 후의 급격한 두께 감소는 세정 

공정에서의 물리 화학적 연마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6b는 플라즈마 식각에 의한 내전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플라즈마 식각에 의한pore, crack(Fig. 3), 그리고 두

께 감소 (Fig. 6a)에 의한 내전압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3와 같이 코팅 피막 밀도 차이로 인해 초기 내전압에

서 APS-Y2O3와 APS-YAG가 각각 2.3 kV와 2.4 kV로 나타나 

APS-YAG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반면, APS-YAG의 내전압 

감소량은 APS-Y2O3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Fig. 3에서 

나타난 표면의 pore 및 crack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16]. 

 

4. 결  론 

본 논문은 APS 공법으로 코팅된 Y2O3와 YAG소재의 내

플라즈마성 및 세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APS 코팅 

시 분말의 용융도에 차이에 의해 Y2O3 대비 YAG 소재가 

높은 피막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막

의 밀도 차이는 표면 형상 변화, 세정 후 불소화 피막의 

잔류, 오염입자 발생량, 그리고 내전압 변화에서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표면 결함(pore, crack)의 증가로 인한 오염입자 발

생량 증가 및 내전압의 감소는 소자의 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코팅 공정의 최적화 연구를 통한 제어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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