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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한 저온 실리콘 질화막의
N2 플라즈마 처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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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icon nitride thin film deposited with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was
treated by a nitrogen plasma generat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 room temperature. The
treatment was investigated b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d Atomic Force Microscopy on
the surface at various RF source powers at two RF bias powers. The amount of hydrogen was reduced
and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films was decreased remarkably after the plasma treatm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s, we analyzed the plasma diagnostics by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and
Double Langmuir Prob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show that the nitrogen plasma treatment
was effective in the improving of the properties silicon nitride thin film for flexible display.
Keywords: Plasma nitridation, Silicon nitride, Thin film, Low temperature, Flexible display, ICP, PECVD,
FT-IR, AFM, OES, DLP

1. 서 론

nitride, SiN)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실리콘 질화막은

박막 트랜지스터 (thin film transistor, TFT)는 박

TFT array가 있는 유리 기판과 color filter가 있는
유리 기판 사이에 적용되며 [1,2], 양질의 실리콘 질

막 디스플레이의 제작을 위한 필수 소자이며, 박막

화막은 일반적으로 SiH4, SiCl2H2, 그리고 NH3를 사용

트랜지스터의 절연체 층으로 실리콘 질화막 (silicon

하여 고온 (700∼800℃)에서 만들어진다.
현재 디스플레이용 기판은 대부분 유리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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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는 얇고 유연한 기판을 통해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기판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합한 기판의 소재가 필요하며, 기존 사용되어오던
유리 기판의 한계에 따라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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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4].
플라스틱 기판에 소자를 안정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서

PECVD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통해 제작된 실리콘 질화막이 많
이 사용된다. PECVD는 저온에서 빠른 증착이 가능
하고 단차 피복 (step coverage)이 좋은 장점을 가진
다 [5]. 그러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실리
콘 질화막은 300℃ 이하에서 PECVD 방법으로 만들
어지고, 플라스틱 기판은 유리 (690℃)에 비해 유리
전이 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가 낮아 저
온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저온 공정에서의
실리콘 질화막 표면 특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6-9]. 저온 공정 시, SiH4와 NH3 혼합 가스를 사
용하면 Si-H 결합과 N-H 결합의 형태를 지닌 비정
질 (amorphous) 구조를 갖게 되어 박막에 많은 양의

Fig. 1. Schematic ICP system.

수소 결합을 갖게 된다. [10]. 많은 양의 수소 결합은
소자 특성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
여 플라즈마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11-13].
초기 플라즈마 처리 실험은, 실리콘 질화막을 높은
온도에서 다양한 질소 함유 가스 (NO, N2O, NH3, N2)
에 노출시켰고, 기판을 높은 온도에서 유지시켰기 때
문에 저온 공정 시, 플라즈마 가열 (plasma heating)
은 고려되지 않았다 [14]. 그리고 저온에서 낮은 에너
지를 갖는 N2 이온을 이용한 후처리 방식으로는 많은
댕글링 본드 (dangling bond)를 제거하지 못하며 이러
한 결과, 박막의 특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14,15].
그러나 플라스틱 기판에 RF source power (Wsource)와
RF bias power (Wdc)를 증가시켜 주며 공급할 때, 열
효과와 이온 충격 (ion bombardment)이 발생되어 위
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판이 플라즈마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한점 온도 한계성과 상온에서 실리
콘 질화막 표면의 유도 결합 플라즈마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효과를 연구하였다. Wsource와
Wdc가 플라즈마의 밀도와 에너지를 제어하는데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Wsource와 Wdc를 외부 변화 변수
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박막 표면
특성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증착하였고, 표준 RCA 세정을 진행하였다. 반응로에
넣어 증착하기 전, 실리콘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불산 (5% HF)으로 식각하였다. 공정
조건은 400 mTorr의 반응로 압력, 500 W의 Input
power, 상온에서 SiH4:NH3:N2=10:160:100 가스 비율
로 PECVD 방법을 이용하여 실리콘 질화막을 증착하
였고, 특성 분석을 위해 20 nm로 동일하게 증착하였
다. Spectroscopic ellipsometer와 두께 측정기를 사용
하여 박막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플라즈마 처리 및 진단 실험은 그림 1과 같이 원통
형 석영 평면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반응로에서 수행
되었다 [16]. 플라즈마는 5차례 감긴 구리 코일에 연
결된 13.56 ㎒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였다. 코일
은 반응로의 상단에 위치하였고, 10 nm 두께의 수평
석영 창으로 플라즈마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약
2×2 cm2의 샘플은 negative dc bias를 제어할 수 있
는 12.56 ㎒의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된 전극 바닥에
배치했다. 실험은 입력 변수의 고정 세트로 실행되었
다. 10 mTorr의 가스 압력 (p), 400∼800 W의
Wsource, 60 W와 120 W의 Wdc, 50 sccm의 총 가스유
량, 2분의 총 공정시간, N2를 이용한 유도 결합 플라
즈마는 N-H 결합을 줄이고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개
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박막의 결합 구조는 FT-IR

2. 실험 방법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로 분석하였
다. 반응로 내의 플라즈마 활성종을 분석하기 위해 0
∼1,000 nm의 파장 범위의 OES (optical emission

실리콘 질화막은 p형 (100) 실리콘 웨이퍼 조각에

spectroscopy)를 사용하였다. DLP (double langmu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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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내의 양이온 밀도
(positive ion density, Np) 및 전자 온도 (electron
temperature,

Te)를

측정하였다.

박막의

거칠기는

AFM (atomic force microscope)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

Fig. 3. OES spectrum as function of source and bias

power variation.

하시키기 때문에 Wdc의 한계는 120 W로 두었다. 그
림 2의 (a)와 (b)는 FT-IR 장비를 이용하여 RF
power 변화에 따른 N-H 결합 (3,340 cm-1)과 Si-H
결합 (2,190 cm-1)의 투과율을 분석하였다. Wsource와
Wdc가 증가하면 N-H 결합과 Si-H 결합이 감소하는

(b)

것을 알 수 있다. N-H 결합과 Si-H 결합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N-N 결합, N-Si 결합, Si-Si 결합이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Wsource와 Wdc의 변화에 따른
N-H 결합과 Si-H 결합의 감소는 저온 범위의 실리
콘 질화막 특성에 대한 중요한 결과이다 [17-19].
그림 3은 Wsource와 Wdc가 증가할 때의 N2 플라즈
마의 OES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Wdc가 고정되었을
때, Wsource의 증가하면 N+, N2+의 피크 강도 (peak
intensity)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Wsource
가 고정되었을 때, Wdc가 증가하면 약간의 피크 강도
Fig. 2. FT-IR spectrum of variation of RF power

increased at (a) fixed bias power 60 W and (b) fixed
bias power 120 W.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크 강도 증
가 경향은 고밀도 플라즈마 발생에 기인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N-H 결합과 Si-H 결합 감소에 영향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활성화된 플라즈마는 반응
입자를 더 발생시키고, 반응 입자는 박막에 영향을
끼친다. N2 분자와 N 원자 종으로부터 방출된 N2+

+

Wsource를 증가시키면 플라즈마가 활성화 되어 N2
및 N+ 계열 종들이 증가하여 화학적인 결합이 늘어나

및 N+ 계열 종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실리콘 질화막과
반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

고, Wdc를 증가시키면 물리적인 이온 충격의 힘이 강

N2 플라즈마 내의 분석을 위해서, 플라즈마 매개

해진다. 고정된 Wdc가 60과 120 W일 때, Wsource를
400, 500, 600, 700, 그리고 800 W로 변화시켜 실리콘

변수 및 활성종 특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
나 OES는 플라즈마 내 입자 움직임의 수량적 정보를

질화막 처리를 하였다. Wdc가 120 W를 초과하면, 너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DLP를 사용하여 양이온 밀도

무 많은 에너지가 박막에 전달되어 박막의 특성을 저

와 전자 온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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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5. Measured real heating (plasma heating) as

(b)

function of RF source and bias power variation.

손실을 감소시키고 전자 온도를 증가시킨다 [25-30].
플라즈마가 더 활성화 되면, 더 많은 입자가 플라즈
마 복사 방출에 의해 이온화 및 들뜬 상태가 된다.
그러나 가스 유량이 고정 상태고, Wsource가 일정하게
증가 할 때, Wdc 증가는 양이온 밀도와 전자 온도에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 사실은, Wdc의 변
화는 입자의 분리 및 이온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는 Wsource와 Wdc에 의한 하단 전극의 플라즈
temperature as function of RF source and bias power

마 가열을 보여준다. RF power가 증가할 때, 플라즈
마 가열에 의해 기판의 온도가 상온에서부터 약 50℃

variation in N2 plasma ((a) Wdc=60 W, (b) Wdc=120 W).

증가되었다. 플라즈마 가열은 고온 어닐링 (thermal

Fig. 4. Measured total positive ion density and

electron

annealing)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그림 2
에서의 N-H 결합과 Si-H 결합 감소를 설명할 수 있
그림 4는 Wsource와 Wdc에 증가에 의한 플라즈마 내

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질화막의 N-H 결합과 Si-H

입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Wsource가 800 W까지 증가
할 때, 양이온 밀도와 전자 온도가 일정하게 증가했

결합 감소는 어닐링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 실리콘
질화막을 저온에서 증착시키면 댕글링 본드에 의해

다. 고정 Wdc가 60 W와 120 W에서 Wsource의 범위가

수소 결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플렉서블 디

400∼800 W일 때, 두 곡선이 매우 비슷한 경향을 갖
는다. 위의 경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스플레이 용 실리콘 질화막의 수소 결합을 줄이는 것
이 중요하다. 그림 2와 그림 5를 통해 플라즈마 가열

Wsource의 증가는 N2 분자의 분리를 촉진시키기 때문

이 실리콘 질화막의 N-H 결합과 Si-H 결합을 감소

에 플라즈마 내에 많은 양의 분리된 입자를 갖는다.
N 계열이 풍부한 플라즈마 (nitrogen-rich) 내에서 가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은 1 ㎛×1 ㎛ 스캔 범위를 가진 모든 샘플의

장 중요한 분리 입자는 N2에 비해 높은 여기 및 이온

AFM 사진이다. AFM 사진은 박막의 표면 형태와 거

화와 낮은 단면도를 갖는 중성 질소 (neutral
nitrogen)이다. RF power 증가 효과와 유사하게, 질

칠기를 연구할 수 있다. Wsource (800 W)와 Wdc (120
W)일 때, 표면의 거칠기가 가장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소 함량의 증가 (nitrogen-rich)는 충돌 전자 에너지

있다. 그림 6에서 본 것처럼 W source와 W dc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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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d DC bias voltage as function of RF

source and bias power variation at bottom electrode.

수록 표면의 거칠기는 감소한다. 이러한 특성은 하단
전극의 전압 (Udc)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7은 Wsource와 Wdc에 증가에 의한 Udc 변화를
보여준다. 고정 Wdc가 60 W와 120 W에서 Wsource의
범위가 400∼800 W일 때, 두 곡선이 매우 비슷한 경
향을 갖는다. Wsource가 800 W까지 증가할 때, 전극의
전압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극 전압의 감소
는 이온 충격의 힘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이온이 박막 표면을 때리는 힘이 줄어들어 박막
표면 거칠기는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실리콘 질화막 특성 향상을 위하여 유
도 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저온 N2 플라즈마 처리
를 하였다. RF power 증가를 통한 플라즈마 가열과
N+, N2+와 같은 N 계열 활성종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
하여 실리콘 질화막 표면에 많이 존재하는 N-H 결합
과 Si-H 결합을 감소시켰다. 이것은 플라즈마가 활성
화 되면, 플라즈마 내 양이온 밀도와 전자 온도가 증
가하여 실리콘 질화막과 N 계열 활성종들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질소 함량
증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리콘
질화막 표면의 거칠기를 AFM 데이터와 전극의 전압
Fig. 6. AFM images of variation of RF source power increased

분석을 통해 표면 거칠기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at fixed bias power 60 W and 120 W. ((a) as deposied, (b) 400
∼60 W, (c) 400∼120 W, (d) 800∼60 W, and (e) 800∼120 W.

있다. 이것은 RF power가 증가하게 되면 전극의 전
압이 감소하여 물리적인 이온 충격이 약해지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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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면의 거칠기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N2 플라즈마 처리는 실리콘 질화막의 특성을 향상시
키데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실리콘 질화
막의 N2 플라즈마 처리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적
용 가능한 TFT 게이트 절연막으로 사용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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