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중학생용

2

나노이야기 (1)
박막형성과 에칭
: 진공플라즈마

(나노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나노기술원

나노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나노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
□ 기관명: 한국나노기술원(Korea Advanced Nano Fab Center)
□ 기관소개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기술연구개발을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용자 중
심의 개방형 국가나노인프라 시설입니다.

□ 설립목적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나노소자, 화합물 반
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

□ 주요기능
- 나노연구장비·시설 지원서비스
- 나노공정기술관련 연구개발
- 전문인력의 양성
-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및 관련기업의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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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 특징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와 분자크기를 다루는 나노과학기술은 정보통신, 바이오, 로
봇, 에너지, 신소재 등 21세기 신기술과 산업 전반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20~30년 내로 현존 직업의 80%가 사라지거나 바뀌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맞게 될 미래세상의 바뀐 모습과 이를 주도하고 있
는 나노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유일의 국가나노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설
비와 콘텐츠를 활용 나노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진
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나노융합과학기술 관련 콘텐츠를 나노열기(나노과
학기술 접근방식 이해), 작은세상(나노스케일과 나노구조 만들기 이해), 바뀌는 세상
(미래진로체험) 등 3개의 단원으로 분류하고, 전자현미경, 진공플라즈마, 초청정실 등
첨단설비 체험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보다 생생한 나노기술이 바꿔나가는 미래세상 이
해를 위해서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과정과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을 훈련시켜 과학멘토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눈높이 교육이 이루
어지도록 하였으며 학교현장의 교사들로 구성된 자문진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장점
○청소년들의 미래진로체험을 위한 다양한 나노과학기술 STEAM 프로그램 제공
○나노융합과학기술 관련 첨단설비 체험기회 제공
○대학생 과학멘토를 활용한 눈높이 교육 실시
○원거리 학교를 위한 기관방문형 숙박 프로그램 제공
○교육청, 지자체 청소년기관, 초중등학교들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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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기간

운영형태

운영대상

작은세상 1

상시

학교방문형

중 1~3

작은세상 2

상시

기관방문형

중 1~3

작은세상 3

상시

학교방문형
기관방문형

고 1~3

바뀌는 세상

상시

학교방문형
기관방문형

고 1~3

□ 나노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및 참조사항
- (한국나노기술원)
협력기관 우선으로 교육신청 및 메일 발송(년 2회, 2월)/하반기(8월)
- (학교)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15명 이상 신청 가능)
※ 협력기관(초·중·고 및 청소년 관련기관)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협약식은 년 2
회 일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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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안>
프로그램명 : 작은 세상2. "나노기술(I) 박막형성과 에칭 : 진공플라즈마
적용 학년 : 중학교 1~3학년
관련 과목 : 과학 / 기술·가정 / 도덕 / 미술 /
진로와 직업 / 수학
01I 주제 및 제작의도
- 국내 유일의 청정실 시설과 인프라는 한국나노기술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와 연
계된 체험형 STEAM 프로그램인 나노가 만드는 무한한 세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나노기술 및 장비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형 학습으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노기술원에
있는 장비를 직접 다루어 봄으로써 예비 나노기술연구자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02I 학습목표
- 내용목표:
● 플라즈마와 진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플라즈마와 진공에 대한 특성 및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 속의 적용된 플라즈마
를 찾을 수 있다.
● 나노기술에서 플라즈마와 진공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 과정목표:
● 청정실을 경험해봄으로써 나노공정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방진복을 입는 이유를 이해하고, 방진복을 입는 순서를 익힐 수 있다.
●청정실에서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기기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박막증착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스퍼터링을 통한 박막증착을 실습해 봄으로써 나노기술 전문가들이 하는 과
정을 답습한다.
● 스퍼터링을 통한 박막증착 실습을 통하여 나노기술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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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I STEAM 과목요소

NanoSTEAM 요소
● 플라즈마와 진공에 대한 특성 및 원리
● 스퍼터링 장비에 대한 원리

ⓢ

과목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과학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물질의 구조

힘
전기
물질의 구성 입자

물질의 성질

물질의 상태

중력
전압, 전류, 저항
원자, 분자, 이온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NanoSTEAM 요소

ⓣ
ⓔ

● 청정실 체험을 통한 제조 기술
● 스퍼터링 장비의 기술
● 나노기술의 발달에 따른 직업 탐색
과목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기술
가정

기술시스템

창조

제조 기술 시스템

기술활용

적응

기술의 발달, 기술과 사회 변화

NanoSTEAM 요소
● 모둠 활동 ● 의사소통 ● 청정실 체험
과목

ⓐ
도덕
진로와
직업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자신과의 관계

성실

도덕적 행동

타인과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배려
책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평화적 갈등 해결
과학과 윤리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NanoSTEAM 요소
● 전기와 자기의 공식 이해

ⓜ

과목
수학과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문자와 식

다항식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함수

함수와 그래프

좌표평면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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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I STEAM 수업 구성 요소
플라즈마, 그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상황제시

북극 지방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사진을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배치
하여 학생들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플라
즈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플라즈마에 대한 자신의 이미
지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나노기술에서 플라즈마가 왜 중요하고, 진공이 필요한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생활에 플라즈마를 활용한 예를 찾고 그 원리
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나도 나노 전문가
“시뮬레이션 실습, 박막증착 실험”

작은
세상
이야기

창의적 설계

나도 나노 전문가는 나노기술원의 연구원이 되어 진공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작동해보고 실제 박막증착 실험을 통해 나노기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장비들을 다루어보게 함으로써 나노기술에 대
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간접적으로 나노기술연구원이 되어 동일한 실험을
진행해봄으로써 직업 체험 및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루기 어려운 장비들을 직접 다루면서 기계 구성 및 작동 원리, 실험실습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공학적 설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하였다.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감성적 체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청정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나노기술원에
서 무슨 일을 하는지, 청정실은 어떤 곳이고, 청정실에 대한 규칙 및 방진복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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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I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과목

주제

1

ⓢⓣ
ⓔ

플라즈마, 그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학습내용

나노의 주요 기술인 플라즈마에 대한 이해
나노기술에서 진공이 필요한 이유

청정실 체험
2

ⓢⓣ
ⓔⓐ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일반 실험실과 청정실의 차이
청정실 규칙
방진복에 대한 이해와 순서

3

ⓢⓣ
ⓔⓐ
ⓜ

(시뮬레이션 실습, 박막증착

ⓢⓣ
ⓔⓜ

실생활에서의 플라즈마

나도 나노 전문가
실험)

진공시스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각 기기의 이해와 관
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실습용 박막증착 기기를 이용하여 실제와 동일하게 실험을
해본다.

4

5

실생활에서 플라즈마가 사용된 곳과 그 원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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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I 차시별 수업 지도안
"박막형성과 에칭 : 진공플라즈마"
학습과정

학습내용

학습자료 및
도구

1 차시 - 플라즈마, 그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S : 플라즈마 현상
- 오로라 사진을 보고 플라즈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
록 설명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상황제시
(10분)

- 영화 속 플라즈마 ‘토르의 번개 Show’ 동영상을 시청한 후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진
동영상

[TIP] 플라즈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라즈마가 무엇일지 스스로 생각하도록 지도한 후 모든 활동이 끝나고 본
인이 생각했던 플라즈마와 실제 플라즈마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지도한다.

S : 제4의 물질 상태인 플라즈마
- 고체, 액체, 기체와 비교하여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S, T, E : 나노기술에서 진공이 필요한 이유
-진공의 대표적인 예인 우주의 진공 현상을 설명하고, 우주에서 야구공을
던지는 상황을 통해 평균자유경로에 대해 설명한다.
-깨끗한 대기와 소운석 가득한 대기 상황을 비교하여 야구공이 충돌없이 더
멀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일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하여 나노기술
학습활동
(30분)

에서 진공이 왜 필요한지 알기 쉽게 제시한다.
[TIP]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공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
으나 진공 속에서 중력을 이용하는 나노기술 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S, T, E, M : 박막 증착
- 박막 증착의 개념 및 원리, 진공의 개념 및 진공을 표현하는 단위 등에 대
하여 학습한다.
-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진공을 사용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
명한다.

마무리
(5분)

-수업 중에 배웠던 플라즈마, 진공, 박막 증착에 대하여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동영상
PPT
빔프로젝터
교육교재

나노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학습과정

학습내용

학습자료 및
도구

2 차시 - 나도 나노 전문가(청정실 체험)
상황제시
(5분)

감성적 체험
(30분)
마무리
(10분)

S, T, E, A : 청정실 개념이해
- 청정실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청정실의 등급 및 종류, 4대 원칙 등 학생들이 청정실의 기본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S, T, E, A : 청정실 체험
- 청정실에 들어가기 전, 청정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 방진복의 구성과 명칭, 방진복 입는 순서에 대하여 익힌다.
- 청정실의 입실과 퇴실 규칙을 이해시킨다.
- 일반 실험실과 청정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작은 미션을 준다.
- 10년 후 각자되고 싶은 미래 반도체 연구원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
진다.

3·4 차시 - 나도 나노 전문가(시뮬레이션 실습, 박막증착 실험)
상황제시
(5분)

S, T, E, A, M : 박막증착 실험 소개
- 박막증착에 대한 이해와 시뮬레이션 실습, 박막증착 실험에 대하여 간략
하게 소개한다.

창의적 설계
(80분)

S, T, E, A, M : 진공 시스템 시뮬레이션 작동
- 진공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작동하고 그 원리를 이해시킨다.
- 진공시스템 시물레이션 Worksheet 진공 펌핑 내용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시뮬레이션의 변인 조작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지 worksheet의 질
문지에 답해본다.
S, T, E, A, M : 박막증착 실험
- 박막증착 실험을 위해 실험 방법을 숙지한다.
1. 유리기판위에 원하는 마스크를 올려놓고, RF마그네트론 스퍼터 챔버(진
공플라즈마 실습장치) 에 넣는다. 이 때 유리기판과 마스크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고 트위저를 이용한다.
2. 챔버를 고진공 상태로 만든다.
3. 스퍼터링가스 (아르곤, 질소)를 넣는다.
4. 고주파 에너지를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만든다.
5. 플라즈마가 안정화 되면 셔터를 연다.
6. 원하는 시간이 지나면, 셔터를 닫고 챔버를 대기압상태로 만든 뒤 유리기
판을 꺼낸다.
7. 유리기판위에 만들어진 금속박막저항을 확인 한다.
8. 박막의 저항을 측정해보고 박막의 두께를 구해본다.
- 실험시 장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 실습 시 교사는 옆에서 지도
한다.
- 실험시 웨이퍼를 꺼내고 넣는 역할, 전등을 비춰주는 역할, 진공을 조절하
는 역할 등으로 조별로 역할을 나눠 진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협동심을 기
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무리
(5분)

- 시간에 따른 박막 두께의 그래프를 통해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지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PPT

나노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학습과정

학습내용

학습자료 및
도구

5 차시 - NanoSTEAM 더 알아보기(실생활에서의 플라즈마)

상황제시
(10분)

학습활동
(30분)

S, T, E : 플라즈마 소개
- 이전 시간에 배운 플라즈마에 대한 개념과 박막증착 실험을 통하여 실생
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플라즈마는 무엇일지 제품과, 제품의 구조, 원리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 T, E : 플라즈마 응용 예
- 우리 주변에 플라즈마를 응용한 제품은 무엇이 있을지 자료를 검색하고
활동지에 제품명, 제품의 구조, 원리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자신이 찾은 제품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무리
(5분)

- 플라즈마를 응용한 제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원리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PPT

PPT
활동지

나노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07I 평가 계획
범
주

A
개
념
및
내
용

분석영역

내용

내용
융·통합

창의적 설계

B
교
육
활
동

분석요소

평가기준

방법

● 나노물질의 구조에 따라 특성이 달라짐을 이해하였는가?
● 그래핀의 정의와 활용도에 대하여 서술할 수 있는가?
내용 및 개념
●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연구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지필평가
수준
성과 및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정
리하여 기술할 수 있는가?

학습내용
융·통합

● 일상생활에 적용된 나노물질의 제품을 찾을 수 있는가?
지필평가
● 나노물질의 특성과 적용 사례를 서술할 수 있는가?
역량평가
●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과 기존 제품의 차별성을 드러내는가? (자료찾기)

창의적
설계과정

● 나노물질의 특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참신한 아이디어
가 포함되었는가?

● 나노물질의 특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자
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적용하였는가?
● 자신이 제작한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발표하였는가?
자기주도학습
●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지필평가
함께 말할 수 있는가?
수행평가
● 모둠에서 자기의 역할이 분명한가?
관찰평가
산출물
평가
협력학습
● 적극적으로 모둠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자신이 개발한 신제품의 차별성을 제
시하였는가?
다양한 산출물
● 자신이 만든 신제품의 홍보 영상과 다른 모둠의 홍보 영상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는가?

감성적체험

성취의 경험

새로운 도전

● 나노기술과 관련된 읽기자료를 독해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 실패를 하였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설계해보는가?
관찰평가
● 자신의 작품이 미래 과학기술에 기여하는 바를 명확히 제
역량평가
시하는가?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신제품 기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사고력)
였는가?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상황
제시

플라즈마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교수 지도 방안]
이 내용은 오로라 사진을 보고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플라즈마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위의 그림은 북극 지방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
출된 플라즈마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반응
하여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게 만든 플라즈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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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지도 방안]
플라즈마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
록 지도한다.
▶ 플라즈마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 나노의 주요 기술인 플라즈마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불리는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고체에 에너지를 가하면 액체, 기체가
되고 다시 이 기체 상태에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 속의 전자가 분리되어 플라즈마 상
태가 됩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기체의 온도가 2,000도쯤 올라가면 가스 분자가
쪼개져 원자 상태가 되고, 약 3,000도에서는 원
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 이온화가 됩니다. 이
런 상태의 가스를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전하 분리도가 상당히 높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음
과 양의 전하수가 같아서 중성을 띠게 됩니다.
우주 전체의 99퍼센트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
합니다. 지구에서도 흔히 플라즈마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의 원천인 태양, 지구를 둘
플라즈마 현상인 번개
러싼 전리층, 극지방의 하늘을 물들이는 오로라, 한여름 구름에서 볼 수 있는 번개 등이
바로 플라즈마 현상입니다. 대기 밖으로 나가면 지구 자기장 속에 이온들이 잡혀서 이루
어진 밴앨런대,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태양풍 속에도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별 사
이의 공간을 메우고 있는 수소 기체도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각 가정에 있는 제품에서도 인공적인 플라즈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형광등이나 네
온사인은 방전에 따른 플라즈마 상태에서 빛을 냅니다. 또 고압 전류를 흘릴 때 플라즈마
상태에서 나오는 오존은 나쁜 냄새를 없애는 능력이 뛰어나 탈취제나 공기 청정기 등에 쓰
이고 있습니다. 만일 쓰레기 소각장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장치를 설치한다면 굴뚝에서 나
오는 해로운 가스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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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의 주요 기술인 플라즈마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point

동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플라즈마에 대해 알아보자

영화 속 플라즈마
-토르의 번개 Show

Youtube 동영상 : Avengers thor thunder(http://youtu.be/ZpmCeOo4xVI)

지도시 유의사항
영화 ‘토르’에서 주인공이 번개를 모으는 영상입니다. QR코드 리더기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공유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여주고 흥미유발을 유도해
주세요.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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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에서 왜 진공이 필요할까?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우주는 진공의 대표적인 예이다. 우주에서 야구공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자. 처음 야구공
이 움직이다 무언가에 부딪힐 때까지 거리를 측정한다고 하면 다음 중 어떤 상황에서 야구
공이 더 멀리 움직일 수 있을까?

상황1. 깨끗한 대기

상황2. 소운석 가득한 대기

이동제약이 많은 2번 상황보다 1번 상황에서 야구공은 충돌 없이 더 멀리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거리를 평균자유경로(Mean Free Path)라 하며, 박막증착 시 평균자유경로의 수
치가 높을수록 균일하고 정확하게 박막을 증착할 수 있다.
평균자유경로는 어떤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할 때 충돌 없이 이동하는 거
리를 의미하며, 고진공으로 갈수록
평균자유경로 수치는 높아진다. 나
노 사이즈에서는 기체분자도, 아주
작은 미세먼지도 두 번째 사진 속에
소운석처럼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박막증착 시 고진공 상태를 만들
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균자유경로(Mean Free Path)

나노기술

18

● 나노기술에서 왜 진공이 필요할까?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 알아둘 개념 *
박막 증착 : 코팅의 일종인 박막 증착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의 하나로, 고전압에 의해 이
온화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여 타겟에 금속입자를 떼어내어 금속 박막을 Wafer에 입히
는 방법을 말한다.
스퍼터링(Sputtering)법
플라즈마를 설명할 때, 음극전압강하로 인해 양이온은 전기장의 힘을 받 아 음극으로 가
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가속된 양이온은 결국엔 음극과 충돌하게 되고, 충돌에너
지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음극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표면에서 원자를 떼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공업적으로 응용한 것이 스퍼터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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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에서 왜 진공이 필요할까?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온이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음극물질에 충돌하게 되면
충돌 주면의 원자들에게 에너지가 전달되고, 이때 전달되는 에너지가 원자들 간의 결합력
보다 크다면 원자들 중 일부는 결합을 끊고 외부로 튕겨 나가게 된다. 이 현상 자체를 스퍼
터링 현상이라 부르며, 튕겨나간 원자들이 음극 반대편에 위치한 기판까지 날아가 붙으면
서 증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스퍼터링법이다. 스퍼터링법은 증착시킬 소스 물질에 운
동량을 직접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스퍼터링 장치의 챔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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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형성과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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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스퍼터링 장치의 챔버입니다. 복잡해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 작동 장치는 간단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단한 장치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치들에 번
호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① Pumping : 챔
 버에서 연결된 배출구로 펌프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차, 2차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밸브와 유사하게 90도로 꺾어서 열고
닫았다할 수 있는 밸브입니다. 손으로 작동하여 동일한 펌프의 작동 하에
서 배기속도와 진공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스역류방지 장치
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정전 같은 비상시 챔버내로 기체나 오일이
역류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② Power Supply : 음극에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서플라이입니다. D.C(직류) 또는 교류
를 사용할 수 있고 보통 일반 교류가 아닌 고주파(RF) 교류를 사용합
니다. 13.56MHz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Gun : 타
 겟을 장착하고 전원과 연결되어 있는 어셈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un의 구조는 내부에는 타겟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가 흐르고 있고, Power
supply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전선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올려
놓는 부분인 Cu plate가 장착되어 타겟과 직접 접촉하여 냉각과 전원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④ Target : 타겟은 기판에 코팅을 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Gun의 위쪽에 장착
되어 플라즈마 발생에 의해 이온이 타겟을 때립니다. 그리고 타겟 표면의 원
자 및 분자가 튕겨져 나가 기판에 달라붙게 되죠. 타겟물질은 금속, 세라믹,
고분자 모두 가능합니다.
⑤ Substrate : 기
 판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기판부에는 필요에 따라 기판을 가열하기 위한 히터가 달려있기도 합니
다. 그리고 냉각을 위한 냉각시스템도 있습니다. 고르게 증착시키기 위하
여 회전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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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형성과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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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Shutter : 셔터는 기판과 타겟 사이를 차단하는 개폐식 문입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
는 시간 만큼 증착을 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차폐해주는 장치로 실험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치의 하나입니다.
⑦ Gas System : 챔버 내에 Ar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MFC(Mass Flow
Controllor)가 가스종류 한 개당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MFC는 말 그
대로 질량유량계를 뜻하는 것으로 원하는 양의 가스를 정확히 챔버내
에 주입합니다. 이때 가스의 양은 sccm 이라는 단위로 들어가게 되
는데 sccm은 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를 의미합
니다. 즉 Ar 가스 1 sccm이라고 하면 1분동안 가로-세로-높이가 각
1cm인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Ar 가스가 흘러들어간다는 뜻입니다.
⑧ Cathode Shield : 쉴드라고 부르는데 장착된 타겟에서 원하는 부위만 스퍼터링 되게
하고, 방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장착합니다. 타겟에는 Gun을 통
해서 음극이 걸리게 되는데 쉴드는 절대로 타겟과 전기적 접촉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전기적 접촉이 있다면 방전이 일어나지 않아
플라즈마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음극반응, 스퍼터링시 음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스퍼터링 반응의 핵심은 음극입니다. 스퍼터링 시에 음극 표면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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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터링 현상은 음극물질쪽으로 이온이나 원자가 충돌해서 음극물질을 떼어내는 것입
니다. 스퍼터링 장치에서 음극은 타겟이 대신하고 있으므로, 똑같은 현상이 타겟에서 발
생하게 됩니다. 스퍼터링에서는 방전을 시켜주기 위한 방전용 가스로 보통 Ar(아르곤) 가
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Ar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챔버내에 진공을 충분히
뽑은 뒤에 방전가스인 Ar을 주입하여 적당한 챔버내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타겟에
직류 음극의 전기장을 공급하게 되면 방전이 시작되어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되고 Ar은 1
차 및 2차 전자와의 충돌로 이온화 되어 양이온인 Ar+와 전자로 분리됩니다. 이때 Ar 양
이온은 전기적으로 (+) 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힘을 받아 음극인 타겟쪽으로 가속되어 끌
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속된 Ar 양이온이 타겟과 충돌하여 타겟 표면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에너지로 인해 타겟물질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퍼터링 현상입
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발생합니다. 타겟과 충돌한 양이온은 대체 어디로 가는가?
타겟 표면에 Ar 양이온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건 아닌가?
이 문제의 대답은 스퍼터링시 음극 반응이 단순히 양이온의 충돌로 이루어지고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좀더 복잡한 반응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
나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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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먼저 타겟에서 양이온으로 전하이동입니다. 그림에서 양이온은 녹색의 원에 +를 넣은 것
으로 표현되어있습니다. 붉은 알갱이는 전자입니다. Cathode는 말 그대로 음극이면서 스
퍼터링에서는 타겟이 음극 역할을 공동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음극이므로 표면에 전자
가 엄청 많이 널려있습니다. 이제 다시 Ar 양이온이 타겟에 접근하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Ar 양이온이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타겟표면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타겟표면에
존재해 있던 여분의 전자들, 또는 갓 튀어나온 2차 전자들 중 일부가 양이온쪽으로 이동하
여 결합하게 됩니다. 즉, 전하이동이 발생하여 양이온을 중성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렇게 중성화된 Ar이 타겟에 충돌합니다.

두 번째는 양이온과 중성 Ar 원자 끼리의 전하이동입니다. 이것은 타겟 표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즈마 내 중성 Ar 원자에서 전하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Ar
양이온이 고속으로 타겟을 향해 가속되는 도중에 우연히 바로 근접하여 중성 Ar 원자가
있거나 또는 Ar 원자로부터 전자 하나를 받아 중성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전하이동으로 인하여 가속되는 Ar 양이온은 Ar 중성원자(혹은 입자)
로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중성화된 원자를 ‘고속중성원자(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데 Ar 양이온이 타겟으로 가속되어 충돌하는 이유는 타겟은 음극이고 Ar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전하이동에 의해 Ar 이 중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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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입자로 변화했다면 이제는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극인 타겟으로
끌려가서 충돌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기 가속력을
가지고 그대로 충돌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하이동이 발생하기 전 양이온 이었을 때, 전기
장으로 가속되었던 에너지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음극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하이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양이온 상태로 타겟과 충돌하는 경우는 없는
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Ar 양이온이 타겟과 충돌하기 위해 표면에 닿는 바로 그 순간,
Ar 양이온은 타겟의 전자를 받아 중성화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이온의 충돌보나는 중성
입자의 충돌로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 쪽으로 튕겨져 나간 Ar 중성입자들은 플라즈마 내에서 또다시 전자와
충돌하여 이온화하여 양이온이 되고, 다시 음극의 전기장에 이끌려 가속되어 음극에 충돌
하는 스퍼터링 현상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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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증착의 원리 : 비교적 낮은 진공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이온화한 아르곤 등의 가
스를 가속으로 주입하여 타겟에 충돌시킨다. 이때 충돌시켜 원자를 분출하고 그 근방에 있
는 기판에 막을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박막 증착의 원리
진공 : 대기압보다 낮은 기체의 압력상태, 기체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 기
체의 수가 매우 줄어들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한 상태를 말한다.
진공을 표현하는 단위
1기압 (atm) = 760 Torr(mmHg) = 1.013 x 105Pa
1Pa = 1N/m2 = 0.0075 Torr = 7.5Torr
1Torr = 133.3Pa
1bar = 105Pa = 750Torr
고(高)진공 : 진공의 정도가 높은 상태, 보통 10-4 ~ 10-1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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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펌프는 반도체 전체 공정 중 50%를 차지하는 진공공정에서 불순물 등 오염 없는 청
정상태를 유지하며 치밀한 나노 박막 형성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진공 중이 아니라면 이렇게 내보내는 알갱이가 공기 분자에 의해 충돌하여 산란이 일어
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텅 빈 상태로 두어야 외부에서 발사하는 이온 또는 물질
이 아무런 방해 없이 기판 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공을 맞춰 주어야 한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진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자를 충분히 가속시키기 위
해서이다. 대기 중에는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전자를 방출
시킬 경우, 방출된 전자는 대기 중의 수많은 분자들과 충돌하여 대부분의 운동에너지를 상
실하게 된다. 그래서 진공상태, 즉 기체 분자를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
시키게 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로 뻥 뚤린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하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
는 것이 매우 쉽지만, 나무가 우거진 숲을 달린다고 하면 100km/h은 고사하고 앞으로 가
지도 못한다.
그래서 진공에서 플라즈마를 방생시킬 때는 보통 고전압(전자의 가속 속도) 저전류(방출
되는 전자의 양)를 사용한다. 전자를 조금만 방출 시켜도 방출된 전자가 충분히 가속되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발생 및 유지 시킬 수가 있다.
반면 상압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때는 저전압, 고전류를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는 어
차피 전자를 가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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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나노기술의 시작점인 청정실에 대하여 알아보고, 청정실의 규칙 및 방진복을 입는 순서
등에 대하여 익힌 후 청정실을 방문해보자.

활동 목표
(1) 청정실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2) 일반 실험실과 청정실의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3) 청정실에서의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4) 방진복을 입는 이유를 알고, 방진복 입는 순서를 익힐 수 있다.
(5) 청정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방진복, 마스크, 속장갑, 라텍스장갑, 헤어캡, 방진화, 화장리무버

설계과정

[STEP 1 ： 청정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1. 청정실에 대하여 알아보자.
-청정실이란, 공기중에서 먼지의 갯수가 규정된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영역을 말한
다. 한국나노기술원의 청정실에서는 ‘반도체’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잠깐!!! 지구상에서 가장 먼지의 개수가 적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구환경의 청정 수준은?
대기의 위치
성층권 상층이상
한라산 정상 윗부분
고원지대
대도시
공장지역

CLASS 수준
CLASS
CLASS
CLASS
CLASS
CLASS

1,000
10,000
100,000
1,000,000
10,000,000

비고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CLASS 수준은 높아진다.

- 청정도 "CLASS"란 미연방 규격에 의하면 1ft³(입방피트)의 공기 중에 포함된 0.5㎛
이상의 먼지 허용 개수를 말한다.
- 특히, 반도체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단히 높은 청정상태를 요구한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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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 청정실
-청정실은 나노미세가공을 하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공간이다. 나노미터
단위에서 먼지의 한 입자는 매우 큰 불순물에 해당된다. 이에 대기 중의 먼지와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정실에서는 고성능 필터를 통해 공기를 순환하여 먼지의 수를 항상 일
정 수준 이하로 억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온도, 습도, 압력 등 환경 조건도 관리가 이루어
지는 공간이다.

▣ 초청정실 등급
class 등급
class 1
class 10
class100
class1000

먼지크기(㎛)
0.1㎛
0.1㎛
0.1㎛
0.1㎛

누적입자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개 이하
1개 이상 10개 이하
10개 이상 100개 이하
100개 이상 1000개 이하

▣ 청정실 종류
공업용 청정실

생물학적 청정실

초청정실

단순히 먼지 등 분진 제거
-전자, 광학기계,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질 분진 제거
- 병원, 제약회사, 식품 제조

0.1㎛ 크기의 먼지 입자와
미생물까지도 제거
-첨단 반도체 산업, 유전공학
-class 1을 지향

▣ 청정실 4대 원칙
① 침투방지 - 먼지와 미생물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
② 발생방지 - 실내에서 먼지나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③ 누적방지 - 실내에 먼지가 쌓이거나 미생물의 활동을 방지
④ 신속제거 - 실내의 먼지와 미생물을 신속히 제거

여기서 잠깐!!! 청정실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노기술

29

●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 청정실 먼지 발생 원인

▣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
사람이미지 넣고, 오염물에 대한 설명을 한 그림에 넣을 예정
(침,땀 표피,화장품,입,코의 분비물,머리카락 의복)

[STEP ２ : 청정실에 들어갈 준비하기(방진복 입기)]
- 청정실에 들어가기 전, 청정실에서 지켜야할 규칙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청정실 규칙 1. 방진복을 입는 순서 지키기
■ 방진복의 구성과 명칭 알아보기
① 속장갑
- 맨손으로 방진복을 만지면 오염되기 때문에 속장갑을 끼고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② 헤어캡
-모
 든 머리카락은 헤어캡 안으로 들어오게 정리합니다. 머리카락은 나노세계에서 매
우 큰 오염물질입니다. [머리카락의 두께는 100μm = 100,000nm]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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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③ 마스크.
- 마스크는 코, 입, 턱을 모두 감싸서 가리도록 늘려서 착용합니다. 코 쪽에 있는 철심
을 구부려서 얼굴에 밀착하도록 착용합니다.
④ 방진모
- 방진모에 달린 목 끈을 턱에 딱 맞도록 조입니다.
⑤ 방진복
- 방금 입은 방진모가 방진복 안으로 들어오게 입고 지퍼를 올립니다. 방진복에 달린
앞가리개를 닫습니다.
⑥ 방진화
- 방진화가 방진복 위를 덮도록 신습니다.
⑦ 라텍스장갑
- 맨 마지막에 라텍스장갑을 착용하여 기계에 닿는 라텍스 장갑의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 장갑은 방진복 안으로 넣어서 착용합니다.
<활동> 다음은 청정실에서 착용해야 하는 방진용품을 나열한 것입니다.
방진복을 입어야 하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방진복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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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

)▶(

)▶(

)▶(

)▶(

)▶(

)▶(

)

※ 방진복을 벗는 순서는 위의 순서의 반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방진복 및 방진모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용합니다. 바닥에 닿으면
먼지에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 청정실 규칙 2. 입실과 퇴실 규칙 지키기
■입실
(1) 외부로 부터의 오염물 반입 및 오염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한다.
(2) 노란선 밖에서 신발을 벗고 나무 길을 따라 들어가야 한다. 절대로 화장실이나 개
인적인 용무로 개인 신발을 신고 안으로 노란 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사복 및 사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지정 의복으로 바꾸어 입고 화장은 지운다.
(4) 세면실에서 씻은 후, 청정한 공기로 건조시킨다.
(5) 청정실용 의복은 바닥이나 물건과 접촉시키지 않고 입는다.
(6) 의복 착용 후, 에어샤워를 거친다.
(7) 에어샤워시(20~30초) 절차에 따라 청정한 공기류에 의한 인체, 의복 등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을 제거하고 청정실에 입실한다.
(8) 청정구역 입실시 접착매트를 밟고 지나간다.
■퇴실
(1) 청정실에서 의복 교체구역에 들어갈 때까지 방진복은 벗지 않는다.
(2) 방진복은 바닥, 책상 등의 비품에 접촉되지 않게 벗고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청정실에서 퇴실할 때는 에어샤워를 할 필요가 없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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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 청정수칙 위반사례

[STEP 3 : 청정실 체험하기]
- 학교의 과학실험실과 나노기술원의 청정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활동> 미션! 학교의 과학실험실과 청정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청정실을 둘러보고 5개
이상 찾아보세요.
- 에어샤워

- 필터

- 방진복 입기

- 노란색 방? 또는 형광등의 색 - 청정도 관리

※ 학생들이 찾아오는 청정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왜 일반 과학
실험실과 다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하여 설명한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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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에어샤워 :
에어샤워는 청정한 상태에 관리되고 있는 클린룸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나
유입물의 표면에 부착한 먼지 등의 입자를 고속제트에어를 분사하여 입실 전에 제거하
는 기기입니다. 또한 클린룸과 일반실을 격리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전실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터:
청정실내에서는 청정한 공기가 순환이 되도록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토공정이란, 반도체 공정 중 하나로, 미세한 그림을 그려넣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공정입니다. 미세그림의 크기는 먼지입자하나보다 작기 때문에, 포토공정이 이루어지
는 곳은 청정도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포토공정은 빛에 민감합니다. 사진현상과 같은
원리로 빛을 받으면 특성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의 빛을 차단시켜 주
어야합니다. 그래서 포토공정이 이루어지는 룸에서는 형광등에 노란색 필터를 덮어서
사용합니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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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 (청정실 체험)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STEP 4 : 10년 후, 반도체공정 연구원]
-방진복을 입은 내 사진을 붙이고, 10년 후 내가 반도체관련 연구원이 된다면, 어떤 제
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드는 연구원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봅시다.
-STEP1 활동을 참고하여, 사진 옆에 한마디를 써봅시다.

ex) 생체인식반도체
“나는, 10년 후에 생체인식반도체를 만들어, 몸이 이상이 생기면 119를 불러주는 반도
체를 만들고 싶어“

결과 및 정리
-조원들과 각자되고 싶은 미래 반도체 연구원에 대하여 발표해봅시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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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박막증착 실습)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나도 나노 전문가가 되어 진공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작동해보고 실제 박막증착 실험을
통해 나노기술에 대하여 이해해보자!

활동 목표
(1) 진공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작동하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앞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박막증착을 실현할 수 있다.
(3) 조별실습을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준비물
EquipSim 프로그램, Worksheet, RF마그네트론 스퍼터, 유리기판, 스퍼터링가스

설계과정
1. 진공 시스템 시뮬레이션
1. 컴퓨터에 설치된 EquipSim 폴더를 찾아 EquipSim3 파일을 실행시킨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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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박막증착 실습)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2. 나누어준 시뮬레이션 Worksheet <진공 펌핑>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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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도 나노 전문가!(박막증착 실습)
박막형성과 에칭
진공플라즈마
(NANO-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진공시스템 시뮬레이션 실험 Worksheet
EquipSim Vacuum Simulator Activity #1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

Roughing Line (Bypass Line)을 통한 펌핑: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1.Mechanical pump를 작동시켰을 때(VB Close) Roughing Line (Bypass Line)
에 위치한 게이지로 읽은 최종도달진공도(Base Pressure)는 얼마인가? ________
1-2. Base Pressure에 빨리 도달했는가 아니면 서서히 도달했는가?
_________

1-3. VB를 열고 챔버에 위치한 게이지로 측정한 base pressure값은?
_________
1-4. 왜 챔버의 base pressure 도달시간이 mechanical pump단보다 더 걸릴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신속하게 진공을 뽑는 경우 장점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천천히 진공을 뽑는 경우 장점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터보펌핑 Line을 통한 Mechanical 펌핑: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VB Close, V1, V2 Open)

2-1. 챔버는 어떤 base pressure에 도달하는가?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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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펌핑속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

3. Mechanical과Turbo 동시 펌핑: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V1 Open, Turbo On, V2 Open)
3-1. V1 and V2 밸브를 연후에 어떤 base pressure에 도달하였는가?
_________________
3-2. 터보펌프를 켰을 때 Mech 펌프 쪽 압력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Mechanical Pump? _________________
Turbo Pump 와 챔버? _________________
4. 챔버 벤팅 (Venting)

4-1. Vent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 빠른 벤트의 장점을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3. 느린 벤트의 장점을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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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누어준 시뮬레이션 Worksheet <Gas Flow>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진공시스템 시뮬레이션 실험 Worksheet
EquipSim Vacuum Simulator Activity #2

Gas Flow Module
1. ‘Gas Flow’ tab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난다.

2. 가스유량 조절을 통한 압력제어
기계식 펌프 (Mechanical Pump), 터보분자 펌프(Turbo Molecular Pump)와 그 사이
에 연결된 밸브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시킨 뒤 Throttle Valve를 완전히 연다 (100%)
순서: 모든 밸브 Close à Mechanical Pump On à VB Open à 챔버압력이 2.3X103Torr가 될 때 까지 대기 à VB Close à V1 Open à Turbo On à Foreline의 압력
이 2.3X10-3Torr가 될 때 까지 대기 à Turbo Pump On à V2 Open à Throttle
Valve Open (100%) à 챔버압력이 4.9X10-6Torr가 될 때 까지 대기
챔버압력이 10-6Torr이하가 되면 MFC를 10sccm으로 설정하고MFC DSV를 열어 가
스가 챔버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면서 챔버압력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 다음 MFC를 10배인 100sccm으로 설정하고 챔버압력의 변화를 살펴라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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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스유량을 10 sccm 으로 설정하였을 때의 챔버 압력 ___________________
2-2. 가스유량을 100 sccm 으로 설정하였을 때의 챔버 압력 __________________
2-3. 가스유량을 어느 정도 설정하여야 챔버압력이 3.7 X 10-3Torr가 될까?
______________
3. ThrottleValve를 활용한 압력제어.
3-1. Throttle Valve를 100% 열어놓고 가스유량을 100 sccm 으로 설정했을 때 챔버
압력은? ________________
3-2. Throttle Valve를 50% 열어놓고 가스유량을 100 sccm 으로 설정했을 때 챔버압
력은? ________________
3-3. Throttle Valve를 20% 열어놓고 가스유량을 100 sccm 으로 설정했을 때 챔버압
력은? ________________
3-4. Throttle Valve를 10% 열어놓고 가스유량을 100 sccm 으로 설정했을 때 챔버압
력은? ________________
3-5. 가스유량을 100 sccm 으로 설정했을 때 Throttle Valve를 어느 정도 열어야 챔버
압력이 8.7mTorr (8.7X10-3Torr)가 될까? ________________
4. 가스유량조절과 Throttle Valve 조합을 통한 압력제어
4-1. 가스유량을 100 sccm, Throttle Valve 100% 로 했을 때의 챔버압력
________________
4-2. 가스유량을 100 sccm, Throttle Valve 50% 로 했을 때의 챔버압력
________________
4-3. 가스유량을 50 sccm, Throttle Valve 100% 로 했을 때의 챔버압력
________________
4-4. 가스유량을 50 sccm, Throttle Valve 50% 로 했을 때의 챔버압력
________________
4-5. 챔버압력이 84mTorr(8.4X10-2Torr)가 되는 가스유량과 Throttle Valve 설정
치 조합을 두 가지 찾아라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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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막증착 실험

진공시스템의 구성
1. 유리기판위에 원하는 마스크를 올려놓고, RF마그네트론 스퍼터 챔버(진공플라즈마
실습장치) 에 넣는다. 이 때 유리기판과 마스크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고 트위저를 이
용한다.
2. 챔버를 고진공 상태로 만든다.
3. 스퍼터링가스 (아르곤, 질소)를 넣는다.
4. 고주파 에너지를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만든다.
5. 플라즈마가 안정화 되면 셔터를 연다.
6. 원하는 시간이 지나면, 셔터를 닫고 챔버를 대기압상태로 만든 뒤 유리기판을 꺼낸다.
7. 유리기판위에 만들어진 금속박막저항을 확인 한다.
8. 박막의 저항을 측정해보고 박막의 두께를 구해본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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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를 유리판에 올려놓은 모습

2

유리기판을 챔버에 넣는 모습

3

진공을 조절하고 가스를 주입하는 컨트롤 패널

4

챔버 내 스퍼터링 가스 주입

4

완성된 금속박막 저항

지도 시 유의사항
- 장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 실습 시 옆에서 지도해주세요.
- 실습 시 웨이퍼를 꺼내고 넣는 역할, 전등을 비춰주는 역할, 진공을 조절하는 역할등
으로 조별로 역할을 나눠 진행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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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항A,B,C 의 크기를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해보고 그 결과값을 비교해봅시다.

R = 




(Ω)

·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
다.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도선의 저항에
반비례한다.

저항의 길이(L)

저항의 단면적의 너비(W)

저항 A

27.0 mm

1.0 mm

저항 B

75.0 mm

2.0 mm

저항 C

75.0 mm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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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착 시간을 다르게 하여 저항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1

2

2

증착한 시간 (단위:초)
측정한 저항의 크기(단위 : Ω)
박막의 두께 (단위：nm)
*ρ는 티타늄의 비저항이다. 비저항은 물질 고유의 성질이지만, 나노단위가 되면 물질의
두께에 따라 비저항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 실습에서는 420nΩ·m 라고 가정한다.

8

위의 결과 값을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박막 두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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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플라즈마가 사용된 곳은 어디 있을까? 그 원리는 무엇일까?

[교수 지도 방안]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플라즈마가 사용된 예를 3~4개 알려주고, 관심있는 제품이나 분
야를 선택하여 그 원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친구들에게 그 원리를 설명해 줌으로써 본인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플라즈마가
사용된 곳과 그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예시) 형광등
형광등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인공 플라즈마이다.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높
은 에너지로 인해 원자가 이온화 되며 급격한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형광등에 필요한 방전
플마즈마의 원리를 생각해보자.

형광등에서의 플라즈마 원리는 무엇일까?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이다 열 플라즈마는 기체를 초고온으로 가열하여 얻을 수 있는
데, 이때 열이 아닌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장에 의해 가속된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여 낮은
에너지에서도 이온화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빛의 방출이 흔히 발생하고 이것을 ‘방전
플라즈마’라고 한다. 방전이란 재료 내부에 쌓여있던 전하가 어떤 영향으로 인해 외부로
한번에 방출되는 현상이며, 형광등을 가장 친숙한 방전 플라즈마의 원리로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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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PDP TV
형광등 외에도 방전 플라즈마는 매우 다양한 종류로 응용이 되어지고 있으며, 방전시 인
가하는 전기장이 직류라면 직류 방전 플라즈마, 교류라면 교류 방전 플라즈마, 고주파를 가
해주면 고주파 방전 플라즈마 등으로 각각 이름이 붙여져 사용된다. 형광등 이외에 우리
가 제품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플라즈마는 PDP(Plasma Display Panel) TV일 것이다.
LCD TV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발전하고 있는 PDP는 LCD가 패널 뒤에 발광부를
따로 장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플라즈마를 직접 발광시켜 화면을 구성해 낸다. 아래 그림
에서 PDP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앞에서 설명한 형광등의 원리와 너
무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DP는 전극이 장착된 두 장의 유
리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
래 기판에는 RGB(Red, Green,
Blue)의 형광물질이 격벽을 사이에
두고 매우 촘촘하게 칠해져 있다.
그리고 내부에는 네온이나 크세논
등의 방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를
채워넣고 밀봉해 놓았다. 위 아래
전극을 통하여 전기장을 가하면 내
PDP구조

부 기체는 방전을 일으키게 되어 플

라즈마 상태가 되고, 이 과정에서 자외선이 방출된다. 방출된 자외선은 아래 기판에 칠해
져 있는 RGB 형광체에 충돌하여 이들 형광체들은 해당하는 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하여 전
면 유리기판을 통하여 나온다. 우리가 보는 PDP TV의 화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 얻게 되
는 것이다.
또한 플라즈마는 밤거리를 밝혀주는 네온사인, 용접시 발생하는 아크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스퍼터링의 박막공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 외에도 반
도체 재료, 재료의 표면처리, 코팅 등에도 사용되며, 전기-전자, 폐기물 소각 처리, 의료,
바이오산업, 우주선의 플라즈마 엔진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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