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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38) 열 플라즈마 이용 SF6 처리 시 H2O 주입에 따른 부산물 
비교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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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Non-CO2계 온실가스 중에서 SF6(Sulphur hexafluoride)는 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CO2 (Carbon 

dioxide) 대비 약 23,900배에 달하며 대기 중 체류시간(Lifetime)이 3200년으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주요 배출원이 반도체 제조공정이며, 주로 식각(Etching)공정 등 산업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가스이며, 반
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F6의 사용량 감축보다 제어를 통
한 저감이 필요하다(Kim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약 1,000 ~ 2,000 ppm의 적은 농도로 배출되는 불화가스(Jeong 
et al, 2016)를 대상가스로 설정하여 열 플라즈마 반응기에 H2O 주입 유, 무에 따른 SF6 처리 시 분해효율을 
확인하고, 부산물 생성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N2 가스를 balance gas로 하여 SF6 농도를 1,000 ppm으로 설정하였다. 플라즈마 방전기체인 

N2가스는 40 slpm 주입 시켰으며, Balance gas(SF6 농도 희석)인 N2가스는 30 slpm 주입시켰다. 따라서 반응기 
내부로 유입되는 N2 가스 유량을 총 70 slpm 주입시켰으며, 대상가스인 SF6는 70 sccm 주입시켰다. 

SF6 처리를 위해 플라즈마 발생장치 및 대상가스 주입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수증기 상태로 반응기내에 주
입 가능한 첨가제 주입 시스템을 본 연구에서 추가하였다. 따라서 H2O를 반응 첨가제로 주입하여 SF6 처리 후 
생성된 부산물의 측정 및 포집을 위한 실험 장치를 공정 후단에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후처리 시스템으로 
Wet Scrubber가 설치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H2O 주입 시 100%의 SF6 분해효율을 확인했으며, 첨가제로 수증기 주입 시 효과적인 분해효율을 얻었다. 

수증기 주입 시 부산물 대부분이 HF로 생성되었으며, 수증기 무 첨가 시 생성된 입자상 부산물인 AlF3 생성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SF6 분해 시 수증기 주입 유, 무에 따른 기체상 부산물이 달리 생성되었다. 수증기 무첨가 시 대부분 지구온
난화 물질인 SO2F2가 주로 결합되어 배출되었으나, 수증기 첨가 시 당량의 SO2로 생성되어 SO2F2를 제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열 플라즈마 이용 SF6 분해 시 수증기 첨가제로 인해 NOx가 다량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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