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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식각 기술은 나노급 반도체 소자의 미세 가공을 가

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나노급 디바이스는 생산 단가 절

감을 위한 고 집적 소자의 구현을 위해 필요하게 되었고, 아울러, device 성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구조의 device 및 신물질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 따라 건식 식각 기술에 있어서 나노급 식각 기술 및 신물질 식각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건식 식각 기술은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뿐 아니라, 디스

플레이 분야에도 필요하게 되었다. 휴대용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소형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세 패턴 

가공에 유용한 건식 식각 기술이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와 같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건식 식각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각 응용 

공정 별 중요한 식각 요건은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나노급 실리콘 트렌치 

패턴 식각, EUV lithography 도입에 따른 EUV mask 식각, 그리고 투명 산화물 반

도체 IGZO 박막의 식각 등 세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필요한 건식 식각 특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STI (Shallow Trench Isolation) 패턴은 반도체 소자의 active 영역을 정의하는 패

턴으로 소자 형성의 기반이 되는 패턴이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계속 증가

함에 따라, STI 패턴의 선폭도 수십 나노의 크기로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aspect ratio도 매우 증가하는 추세이다. Aspect ratio의 증가는 건식 식각 기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그 중 하나가 ARDE (Aspect 

Ratio Dependent Etching)라 불리는 현상이다. 이는 aspect ratio 증가에 따라 etch 

rate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다양한 패턴을 동시에 식각해야 하는 반도체 디바이



 ii 

스 특성상, 디바이스 수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

도 결합 플라즈마 식각 장치 (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er)를 사용하고, 식각 

가스로 HBr과 O2를 사용하여 나노급 트렌치 폭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트렌치 

패턴 식각 시, 식각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RIE lag 변화에 대해 관찰하였고, 

각 파라미터에 따른 RIE lag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lag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결과, O2 가스 유량, 압력 및 Source Power의 감소에 따라 lag는 개선

이 되었고, HBr 가스 유량 및 기판 온도의 증가에 따라 lag가 개선되었다. RIE 

lag 조절에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기판 온도였으며, 60 ˚C 에서 lag가 거의 없

는 1.4 %의 RIE lag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O2 가스 유량 및 기판 온도 조절이 lag에 치명적인 것은 silicon 표면의 산화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 표면 산화가 심화될수록 silicon의 식각률 감소 및 

positive ion의 charge up 현상이 커져서 lag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저압에서의 lag 개선 효과는, 평균 ion energy 및 이온 전류 밀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bias power의 경우는, power 증가에 따라 lag가 개선되었으나, 지나치게 

큰 power에서는 lag가 오히려 나빠졌다. 이는 과잉 positive ion 공급에 따른 

charge up 현상에 의한 ion deflection 현상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high 

power 조건의 경우, 펄스 플라즈마 적용 시 개선된 lag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펄스 플라즈마의 경우, power off 시간 동안 negative ion의 생성이 가능하여 이에 

의한 positive ion의 전하 완화 현상에 의해 RIE lag가 개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trench profile 조절 측면에서는, 이온의 에너지가 중요한 인자였다. 즉, 

high bias power를 사용한 펄스 플라즈마의 경우 매우 개선된 profile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높은 bias power의 경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온의 공급이 가



 iii 

능하고, 펄스 적용 시 surface charging을 조절함으로써 aspect ratio가 큰 패턴까지 

고 에너지 이온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50 nm 이하의 나노 디바이스 제작을 위해 EUV(Extreme Ultra Violet) 

Lithography 기술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EUV lithography는 기존의 투과형 

마스크 및 투과형 광학계를 사용할 수 없고, 반사형 마스크와 광학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흡수체로 TaN, Buffer layer로 Ru의 구조로 이루어진 

EUV mask 제작에 필요한 흡수체 TaN 박막에 대한 건식 식각 특성에 대해 연

구하였다. 흡수체인 TaN 식각에서 가장 요구되는 특성은 buffer layer인 Ru에 대

한 선택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선택비가 높아야 반사 다층막이 제대

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etch에 의한 EUV 반사율 저하를 막

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u에 대한 고 선택적 식각 및 높은 

EUV 반사율에 목표를 두고, CCP type의 식각 장치에서 할로겐 가스의 종류, RF 

Power, 압력 변화에 따른 TaN의 건식 식각 특성을 연구하였다. SF6및 CF4 가스

를 주된 etch 가스로 사용한 식각 조건이 Cl2 plasma 대비 TaN 식각률이 높았으

며, Ru은 oxygen이 배제된 plasma의 경우, 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혼합 가스 중 식각률이 높은 SF6/Ar Chemistry를 식각 조건으로 정하

여, 식각 파라미터 변화에 의한 식각 특성을 살펴보았다. TaN은 RF power 및 

Pressure 증가 및 SF6 가스의 유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각률이 증가하였고 이

에 따라 Ru 박막에 대한 선택비도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TaN 식각률 132 

nm/min, 선택비 143 이라는 고 선택적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조건을 실제 

EUV mask 구조의 시료에 over etch 100 %의 TaN 박막을 식각 하였을 때, Ru 

buffer layer가 남아있음을 AFM과 XPS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때 표면 거칠

기는 2.27 Å 으로 매우 평탄하였다. 또한, EUV beam에 대한 반사도도 저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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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식각 공정에서 남아있던 Ru buffer layer는 O2 가스를 

사용한 에싱 공정에 의해 제거되어, 하부 다층 박막의 mirror가 노출되지만, 

EUV beam에 대한 반사도 저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각 시 buffer layer에 대한 고 선택적 식각 조건이 Mask의 반사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산화물 반도체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Flexible Display 

와 투명 전자 디바이스의 TFT 물질로 최근 많이 연구중인 물질이다. 본 논문에

서는 산화물 반도체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 받고 있는 IGZO (Indium Gallium Zinc 

Oxide) 박막의 건식 식각 특성을 CCP type의 식각 장치에서 할로겐 가스의 종

류, RF Power, 압력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았다. 혼합 가스인 BCl3/O2 plasma를 이

용하여 상온에서 건식 식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250 nm/min의 매우 높은 식

각률을 얻을 수 있었다. O2 가스는 IGZO 식각하는 데 있어서, initiate하는 역할

을 하므로, 소량만 필요하였고, BCl3 가스의 유량비가 증가할 수록, IGZO의 식각

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O2가 일련의 BCl3의 산화 분해 반응 

(oxidative dissociative attachment)을 통해, chlorine etchant가 IGZO와 반응하기 쉽도

록 만들어주며, 식각의 부산물로써 BOCl, BO2등의 휘발성 물질의 생성을 쉽게 

해주어 연속적인 식각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을 XPS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

었다. 한편, BCl3/O2 Plasma로 식각 후 거칠어진 표면은 식각 부산물에 의한 

condensation임을 알 수 있었고, 일부는 DI rinse에 의해 제거되는 수용성의 과염

소산염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DI에서도 제거되지 않은 부산물은 Ar 가스를 

첨가한 식각 조건에서 개선할 수 있었다. 이는 Ar 가스의 ion bombardment 특성

에 의해 비 휘발성 byproduct의 표면 증착을 방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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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RIE Lag, ARDE, surface oxidation, charging effect, 펄스 플라즈마, EUV Mask, 

TaN 식각, Ru 식각, EUV 반사도, IGZO, BCl3/O2, BOClx,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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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플라즈마(plasma)는 전기적으로 준중성(quasi-neutral) 상태인 전리된 기체를 말

하며[1], 명칭은 1928년 I. Langmuir가 진공관내의 기체 방전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2]. 플라즈마는 멀리 떨어져있는 입자간에도 쿨롱힘(Coulomb 

force)으로 서로 영향을 받아 집단적인 행동 (collective behavior)을 하여, 일반적

인 중성 기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는 산업 

발달과 더불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응용 분야

도 매우 넓어졌다. 광원 및 디스플레이 소자로의 응용[3], 미래 에너지 소스인 

핵융합로[4][5], 진보된 초고집적 전자 소자의 제작[6][7], 신물질의 합성[8], 고 

부가가치의 박막 증착[9][10], 고온의 열원 및 환경 산업 분야[11]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군에 걸쳐 필수 불가결한 요소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속, 대

용량 정보처리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반도체 메모리 소자나 Logic 소

자의 선폭은 점차 감소하여 나노 디바이스의 시대가 되었다. 플라즈마를 이용

한 건식 식각 공정은 이러한 나노 디바이스의 미세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플라즈마는 그림 1.1과 같이 온도와 밀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12]. 여러 

플라즈마 중 반도체 건식 식각에 이용되는 플라즈마는 글로우 방전 (Glow 

discharge)에 의해 만들어진다. 글로우 방전은 동작 압력이 낮고, 전자와 중성 

입자 또는 전자와 이온간의 충돌 주파수가 각 종들간의 열적 평형을 이루기에 

불충분하여 전자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이온이나 중성 입자의 온도는 크

게 높지 않아 저온 플라즈마 (cold plasma)라 불리기도 한다. 글로우 방전에 의

한 반응성 이온 식각은 쉬쓰에서 가속된 이온이 기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

하므로, 비등방성 (anisotropic etching) 식각이 가능하여 등방성 식각 방식인 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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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 대비 미세 구조의 형성이 용이하므로, 현재 반도체 공정의 식각 공정은 

거의 모두 플라즈마에 의한 건식 식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13].  

 

 

그림 1.1 플라즈마의 분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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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메모리 용량, 작은 Chip 크기, 빠른 처리 속도와 저 생산단가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이에 따라, 소자의 고 집적도 및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면적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한 소자 공정 측

면에서의 중요한 주제는 선폭의 감소 및 신물질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건식 

식각 공정에서는 나노급 패턴 식각과 신물질 식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

었다. 한편, 휴대용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소형의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 패턴 가공에 유용한 건식 식각 기술의 도입이 디

스플레이 분야에도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건식 식각 기술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

한 응용 분야에서 건식 식각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각 응용 공정 별 필요

로 하는 식각 요건은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식각 주제에 대

하여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나노급 pattern 식각에서 중요한 이슈

가 되고 있는 RIE lag 현상과 나노급 patterning을 위한 EUV lithography 도입에 

대비하여 EUV mask 재료의 식각 및 투명 전자 디바이스에 응용되고 있는 산화

물 반도체인 IGZO 물질의 건식 식각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나노급 실리콘 트렌치 건식 식각시 RIE Lag 특성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수십 nm급 pattern 

선폭의 device가 양산되고 있다. 그림1.2의 2011년 ITRS Road Map[14]에 의하면, 

2015년 이후 메모리와 비 메모리 소자는 16nm 급의 디바이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매우 작은 선폭의 패턴 구현 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라 전반적으로 Pattern의 AR (Aspect Ratio)가 큰(>10) 추세이며, 플라즈마를 이용



 4 

한 Dry Etching 기술에 있어서 AR의 증가는 여러 가지 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RIE (Reactive Ion Etching) Lag 혹은 ARDE (Aspect Ratio Dependent Etching)

라 불리는 현상은 AR의 증가에 따라 Etch Rate이 저하되는 현상으로[15], AR이 

큰 나노 디바이스의 경우, RIE Lag는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RIE Lag는 다양

한 크기의 패턴을 동시에 식각 해야 하는 현재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데 없어야 하는 현상인데 이는 디바이스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

다. 하부에 Etch stopper layer가 없는 Partial Etching 공정의 경우, RIE Lag는 디바

이스의 수율에 큰 영향을 주는 공정 변수이다. 특히, 수 nm의 오차 범위를 허

용하지 않는 수십 nm급 메모리 디바이스 및 Logic 디바이스의 Active 

STI(Shallow Trench Isolation) Trench를 구현하는데 있어, Etch Depth Loading Effect는 

수평방향의 CD Bias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RIE Lag 현상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산화막질을 이용한 Contact Patterning[16] 이나 수백 µm 패턴 size의 

MEMS 디바이스의 실리콘 막질 식각[17]에 대하여 행하여져 왔다. 즉, Si Trench 

Pattern etching의 경우, RIE Lag 관점에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한편, RIE 

Lag 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선 많은 researcher들에 의해 Ion Shadowing[18], 

Neutral Shadowing[19], Neutral의 Knudsen Transport Effect[20], Differential 

charging[21] 등의 이론이 제시되어 왔듯이, Etching 관련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

로 관심이 있는 연구 테마이다. 하지만, 나노급 패턴의 실리콘 건식 식각시 나

타나는 실리콘 건식 식각시 나타나는 RIE lag 현상에 대한 실험과 그 현상에 대

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급 

STI 패턴에 적용 가능한 실리콘 트렌치 패턴의 건식 식각시 나타나는 RIE Lag 

현상에 대해 각 공정 parameter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RIE lag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Mechanism 

분석을 통해서 RIE lag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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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그림1.2 DRAM과 Flash Memory의 Half Pitch Trends[14] 

 

 

1.2 EUVL Mask 제작을 위한 TaN 흡수체의 건식 식각 특성 

 

반도체 집적도 증가에 따른 작은 패턴 구현을 위해서, 건식 식각 공정을 하

기에 앞서, 그에 맞게 Lithography 기술의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 즉, 집적도 

증가에 따라 Lithography 에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이 점점 감소되었다. 선폭 

100 nm 이하의 패턴 구현을 위해서 193 nm 파장의 ArF 광원과 렌즈 사이에 물

을 사용하여 굴절율을 조절하는 Immersion 기술까지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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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급 이하의 매우 작은 선폭의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도

입이 필요하다. 이른바 NGL (Next Generation Lithography)로 불리는 기존의 

Lithography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22]. NGL에는 EUV Lithography, X-Ray Lithography, Ion-Beam Projection 

Lithography, Electron-Beam Lithography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10~14 nm 의 파장을 

갖는 극 자외선 (EUV, Extreme Ultraviolet)을 이용하는 EUV Lithography(EUVL)은 

NGL 기술의 선두로 알려져 있다[23]. 그림1.3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에서 발표한 Lithography 공정에 대한 로드맵 

(ITRS: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이다[14]. 이 로드맵에 

의하면, 50 nm급 이하의 소자 개발을 위해선 EUVL 기술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

하다. 

그런데, EUVL은 기존의 투과형 마스크와 투과형 광학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

어, 반사형 마스크와 광학계를 사용하여야 한다[23]. 이른바 광학계와 마스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EUVL 광학계와 마스크에 대하여서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다. 반사형 마스크 도입에 따라 마스크 재질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쿼츠와 크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마스크 구조에

서 흡수체, buffer layer, capping layer, mirror로 이루어진 구조로 Mask 물질의 변경

이 필요하게 되었고[22][23], 따라서 새로운 Mask 물질의 건식 식각에 대한 평

가도 필요하게 되었다. Mask의 흡수체 건식 식각에서 중요한 것은 하부 buffer 

layer에 대한 선택비와 식각 후 EUV 반사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24]. Mask 

흡수체와 buffer layer에 대한 여러 후보가 있었으나, 현재 흡수체로써는 TaN이 

Buffer layer에 대해서는 Ru이 가장 유력한 막질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V Mask 제작에 필요한 흡수체인 TaN 막질에 대한 

건식 식각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였고, 흡수체 건식 식각 후 mirror layer의 E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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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도에 대하여도 검증하였다. 

 

 

그림1.3 ITRS 리소그래피 로드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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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화물 반도체 IGZO의 건식 식각 특성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쉽게 시각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친근한 다양한 종류의 신개념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게 

되었다[25]. 얇고, 가볍고, 전력 소비가 적으며, 깨지지 않고 야외 시인성이 좋

으며, 투명하고 유연한 특성을 가지는 디스플레이가 미래형 디스플레이다. 이러

한 기능을 대변하는 투명 전자 디바이스가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

림 1.4는 투명 전자 소자의 다양한 응용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26].  

 

그림1.4 투명 전자 소자의 응용 범위[26] 

 

이러한 투명 전자 디바이스 제조의 핵심은 산화물 박막 TFT (Thin Film 

Transistor) 제조 기술이다[27][28]. 산화물 반도체는 광학적 band gap (> 3.3 eV)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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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광선의 에너지 (~3.1 eV)보다 커서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26], 투명 

전자 디바이스의 TFT 물질로 적절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한

편, 산화물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높은 이동도 (mobility), 높은 안정성 (Stability), 

낮은 온도에서 제조 가능성의 장점으로 인하여 LCD, PDP, OLED와 같은 기존 

평판 디스플레이 소자 TFT의 channel층으로도 연구되고 있다[26, 27]. 그리고, 산

화물 반도체 중에서도 전기적인 특성이 좋은 IGZO (Indium Gallium Zinc Oxide)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다[27][29-31]. 디스플레이 장치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 칩 대비 소자의 크기가 커서 현재 대부분의 식각 공정이 습식 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래 디스플레이 소자는 크기의 감소로 인하여 건식 식각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전망이다[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GZO에 대한 건식 

식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GaAs, AlGaAs, InP, InGaP, GaN 등의 3-5족 화합물 

반도체 물질에 대한 건식 식각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왔으나

[33-36], IGZO에 대하여서는 습식 식각에 관하여 보고된 바가 있으나[27][37][38], 

건식 식각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것이 없다[39]. 본 논문에서는 용량 결합 플

라즈마 식각 장치에서 할로겐 가스를 사용하여 IGZO 막질의 건식 식각 특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제 1 장의 서론과 제 7 장의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7 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 2 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플라즈마 식각 장치에 대하여 소개

하였다. 실리콘 트렌치 식각에 사용된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원리와 

EUV Mask의 흡수체인 TaN 박막과 산화물 반도체인 IGZO 건식 식각에 사용된 

용량 결합 플라즈마 식각 장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실리콘 트

렌치 식각 실험시 사용한 건식 식각 장치의 플라즈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

용한 Langmuir Probe, Ion Energy Analyzer, 분광 분석법의 원리에 대하여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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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RIE Lag를 포함하여 Loading Effect에 대하여 소개하

고, 실험에서 평가한 시료의 구조에 대하여 소개하고, 식각 Parameter에 따른 

RIE Lag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실험은 Continuous Plasma Mode와 펄스 

Mode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Actinometrical OES tool, Langmuir Probe 및 이온 

에너지 분석기를 사용한 진단을 통하여 실험에서 나타난 lag 현상에 대해 이해

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RIE lag Mechanism과 비교 정리하여 

RIE Lag 의 원인 및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제 5 장에서는 EUV 

Lithography 광학계와 이에 필요한 반사형 마스크 구조에 대한 소개와 마스크 

물질의 물성 요구 조건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 마스크의 흡수체인 TaN 건식 

식각 실험을 위한 시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에서 공

정 변수에 의한 건식 식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식 

식각 후 EUV 파장에 대한 반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건식 식각 후 표

면 거칠기와 XPS 표면 분석을 통해서, 표면 상태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반사도

와의 연관성을 통해, 표면 거칠기와 반사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제 6 장에

서는 산화뭍 반도체인 IGZO 박막이 가장 많이 응용되는 투명 트랜지스터의 구

조에 대해 소개하고, 용량 결합 플라즈마 장치에서 할로겐 가스 종류에 따른 

식각률 비교를 통해 식각에 유용한 가스를 우선 선정하였다. BCl3/O2 플라즈마

를 이용한 공정 변수에 따른 식각 특성 및 식각 후 표면의 XPS 분석과 표면 

거칠기 평가를 통하여 식각 Mechanism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 7 장에서는 앞

의 주요 결과들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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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식각 장치 

 

2.1. 건식 식각 플라즈마 소스의 종류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식각 공정은 wafer위에 형성된 Mask 패턴에 따라 하

부 막질을 제거하여 미세 패턴을 구현하는 공정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

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방법에 따라 용량 결합 플

라즈마 (Capacitively Coupled Plasma) 혹은 RIE (Reactive Ion Etch) reactor, MERIE 

(Magnetic Enhanced RIE), ECR 플라즈마(Electron Cyclotron Resonance Plasma), 헬리

콘 플라즈마(Helicon Plasma), 유도 결합 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등 

여러 형태의 건식 식각 플라즈마 소스들이 제안되어 개발되어 오거나 실제 적

용되고 있다. 그림 2.1은 과거 반도체 칩 제작에 사용되었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플라즈마 식각 장치의 Process 압력과 플라즈마 밀도에 따른 분류

이다[40].  

 

 

그림2.1 공정 압력과 플라즈마 밀도에 따른 플라즈마 식각 장치의 분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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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플라즈마 식각 장치인 RF Plasma Etcher는 wafer는 ground를 유지하고, 

상부 전극에 RF가 인가되는 방식으로, Self-Bias가 약하기 때문에 wafer로 도달

하는 이온의 가속이 떨어져 식각률이 매우 작다. Radical에 의한 chemical 식각 

방법이 주된 것이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41]. 이후, RF를 wafer가 

놓이는 기판에 인가하는 방식인 RIE type[42]의 etcher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는

데, 이는 physical etch가 가능하므로, 식각률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미세 패턴 가

공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더 나아가 MERIE type[43]의 etcher는 RIE etcher의 

chamber 주위에 자기장을 인가하여 전자가 chamber 밖의 방향으로 소비되는 것

을 방지함으로써 Plasma 밀도를 향상시켜 식각률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방

식이다. 기존의 RIE type 대비 저압에서 plasma 유지가 가능하므로, 보다 미세 

패턴 가공에 유리하게 되었다. TEL사의 DRM 이 대표적이며, 수백 nm 급 

Device의 SAC (Self Aligned Contact), MC (Metallic Contact) Etching등 중요 건식 식

각 공정에 사용되었다. MERIE는 식각률 뿐만 아니라, Polymer 증착에 의한 선택

비 향상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Plasma etcher type및 RIE etcher를 포

함하는 CCP 방식은 Dry etch 초기부터 사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 Oxide etch 공

정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CCP 방식은 Ground 면적을 넓게 가져갈 수 있고, Gap

을 매우 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Oxide etch 공정의 특성과 잘 

맞기 때문이다[41].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Oxide etcher는 DF CCP (Dual 

Frequency CCP)[40]이며 narrow gap을 가진 etcher type이 주로 사용되거나 개발되

고 있다. 이는 고 에너지의 이온 식각을 이용하면서도 두 개의 주파수를 사용

함으로써 이온과 radical을 적절히 조절하여 선택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MERIE 방식의 Polymer를 이용한 고 선택적 식각 특성을 100 nm급 이하

의 Device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LAM사의 FLEX, TEL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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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M이 대표적인 설비이며, LAM사의 FELX45의 경우는 3개의 RF (Radio 

Frequency) 주파수의 Power를 인가할 수 있는 설비이다.  

ECR 플라즈마 및 헬리콘 플라즈마는 마이크로 wave를 이용하는 etcher이다

[32]. ECR 플라즈마는 1 mT 이하의 저압에서도 안정적인 방전이 가능하고, 높은 

방전 효율을 가진다. 그러나, 입력 주파수인 2.45 GHz 에서 효율적인 공진을 위

해서는 1 kG 정도에 이르는 강한 자장이 필요한데 대면적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면적에 비례하여 장치가 매우 커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헬리콘 플라

즈마는 헬리콘이라는 플라즈마 내부에 생성된 파의 특성을 이용한다. 헬리콘은 

Whistler Waver가 자화된 일정 크기의 용기내에 구속되어 전파되는 wave로써 이 

전자기파의 자기장 선단(tip)이 나선형을 따라가므로 헬리콘이라 부르는데서 기

인했다. 이러한 헬리콘 플라즈마는 수~수십 MHz의 입력 주파수 영역에서 

10
12

/cm
3
 이상의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형성하지만, 대면적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실제 사용되는 상용 설비는 거의 없다.  

유도 결합 플라즈마 (ICP) [44]는 Chamber 상부에 원형 또는 나선형의 안테나

를 설치한 후 RF를 인가하여 Coil에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만들며, 이러한 자

기장에 의해 chamber내에도 전기장이 유도되며, 전자를 가속시켜 플라즈마를 

형성한다. ECR이나 헬리콘에 비하여 장치의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매우 낮은 압

력에서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어 미세 패턴 가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wafer가 놓이는 기판에 bias power가 인가되므로, ion control은 bias power에 

의해서, 그리고 source power에 의해서는 radical control을 각각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ICP etcher는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poly 나 Al metal etcher로 주로 사

용되고 있다. ICP가 poly etcher에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gate poly와 

같은 미세 패턴 공정에는 저압이 가능한 ICP가 CCP보다 유리한 점, poly 식각

은 고 에너지의 Ion bombardment에 의한 physical etch보다는 radical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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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etch 특성이 더 강하므로, 강한 Self DC Bias에 의한 식각 방식인 CCP 

etcher보다는 Ion energy control이 쉬운 ICP방식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Si trench 식각에는 ICP type의 식각 장치를 사용하였고, 

EUV mask용 TaN 식각과 산화물반도체인 IGZO 식각 관련하여서는 CCP type의 

RIE etcher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따라서, 다음 2.2절과 2.3절에서는 식각 실험

에 실제 사용한 두 etcher type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2.2 유도 결합 플라즈마 (ICP) 

 

2.2.1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플라즈마 발생 원리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는 크게 실린더 type의 유도 결합형과 평판형의 유도 

결합형이 있다[45]. 이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2.2.1와 2.2.2에 각각 나타내었다[32]. 

그림2.2.1의 평판형 type의 경우, 가운데서부터 밖의 방향으로 1~4회의 와선형의 

형태로 wire(통상 구리선)를 감은 형태로 Source를 위한 장치가 Chamber 밖에 

형성되어, 진공 상태로 유지되는 Chamber 내부와 분리된다. 한편, 와선형 형태

의 안테나부터 전자기파가 Chamber 내부로 침투할 수 있도록 아노다이징 알루

미늄이나 쿼츠와 같은 절연물질 (Dielectric)을 Chamber 상부에 위치시키는 구조

로 이루어져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Chamber 내부에 Gas를 인가하고 안테나에 

고주파를 가했을떄, Chamber 내부로 전자기파가 Chamber 상부의 절연체를 통해 

투과하여 들어옴으로써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방식이다. Wafer가 놓이는 기판에

는 고주파 전력이 별도로 인가되는데, 이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소스로부터 발

생된 플라즈마 내 이온의 에너지가 거의 없으므로, anisotropic 식각 프로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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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1 평판형 유도 결합 플라즈마 장치의 개념도[32] 

 

 

그림2.2.2 실린더형 유도 결합 플라즈마 장치의 개념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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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Sheath 전압을 고주파를 기판에 가함으로써, DC Bias가 

발생되도록 하여 이온을 당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림2.2.2의 실린더 

type의 경우는 Chamber 주위에 코일을 감는 형태로써, 이때는 Chamber 벽의 물

질을 절연체를 사용하여 전자기파가 Chamber로 침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따

라서 기본 동작 원리는 실린더형이나 평판형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45].  

통상적인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방전 원리는 다음과 같다[45][46]. 이들 장치

는 전력 전달 장치로 시변하는 전류, 전압소스인 RF (Radio Frequency) 전원 장

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의 코일을 통해 시변하는 전류를 인가는 경우, 전류

가 흐르는 주위에는 Ampere의 법칙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시변 자계가 형성

된다. 

 

JB


0                         (2.2.1) 

 

또한 시변 자계가 있을 경우, Faraday의 유도 법칙 (Faraday’s Induction Law) 에 

따라 시변 전계가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t

B
E









                       (2.2.2) 

이와 같이 유도된 비발산 회전 전계 (Divergence Free Electric Field)는  

 

전도도플라즈마전류플라즈마   ;   ,  ;    :  pppp JEJ 


       (2.2.3) 

 

로써, 플라즈마 전류를 구동하여 전자에 전력을 전달하고 플라즈마 내부의 전

류 경로는 마치 1회 감겨진 변압기의 2차 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만일 

플라즈마 내부의 표피 전류에 의해 유기되는 시변 자기 플럭스가 외부 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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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생성되는 자기 플럭스를 완전 상쇄시킬 경우에는 결합계수(k)가 1이 되어 

전원 쪽의 전력이 그대로 플라즈마로 전달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경우에 해

당된다. 일반적으로는 전류 경로가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플라즈마의 전기 

전도도 등에 의해 결합 계수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결국 결합 효율은 전자

의 밀도나 분포, 충돌 주파수, 방전 압력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전력 전

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chamber 주위에 자장을 인가하는 자화 유도 결합 플

라즈마를 도입한 장비가 도입되기도 한다. 그림 2.2.3은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전기적 등가 회로의 개념도 이다[45].  

 

 

 

그림2.2.3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전기적 등가 회로 [45] (M; 상호 인덕턴스, k; 

결합계수, L1; 유도 결합용 코일에 의한 인덕턴스, L2; 플라즈마에 의한 인덕턴스, 

R2; 플라즈마 내 생성된 저항, R; sheath및 플라즈마에 의한 저항 값, C1, C2; 플라

즈마 sheath 및 vacuum window에 의한 capacitance) 

 

그림2.2.3에 모사된 바와 같이, ICP의 코일과 플라즈마 사이의 전력 전달은 

변압기 결합 모델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rf coil에 의해 발생된 인덕턱스

를 L1, 즉, 변압기의 primary wir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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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마에 의한 인덕턴스 L2가 발생하며, 이를 secondary wiring로 생각할 수 있

다. L2에 의해 전류가 유도되고 이것에 의해 플라즈마 내 저항 R을 통해 에너

지가 소비된다. 소모되는 전력은 중성 원자의 이온화, 여기화, gas dissociation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plasma sheath와 vacuum window (dielectric)의 

capacitance를 C1, C2로 각각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정전결합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와 더불어 정전결합에 의한 플라즈

마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32].  

 

2.2.2 실험에서 사용한 유도 결합 플라즈마 (ICP) 장치 

 

나노급 실리콘 Trench 건식 식각 실험에 사용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poly 식각

에 사용하는 ICP type의 장치로써, 상용 설비인 세메스㈜에서 제조한 300 mm 

wafer의 식각이 가능한 설비를 이용하였다. Source Power및 Bias Power에 13.56 

MHz의 동일한 주파수로 구동되는 설비이다. Wafer가 놓이는 기판으로부터 

Chamber 상부까지의 간격(Gap)은 16 cm이고, wafer가 놓이는 기판의 온도가 -20 

~ 60˚C의 조절이 가능하다. Wafer holder로써 ESC chuck을 사용하고, He gas로 

backside cooling을 하여 플라즈마 식각 time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wafer의 온

도를 Process 진행하는 동안 일정 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2.2.4

는 실험에서 사용한 상용 설비의 실제 모습이다. 

 



19 

 

 

 

그림2.2.4 나노급 Si Trench 식각 실험에 사용한 설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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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량 결합 플라즈마(CCP) 

 

2.3.1 용량 결합 플라즈마(CCP)의 플라즈마 방전 원리 

 

EUV Mask 의 흡수체인 TaN 식각과 IGZO 식각에 사용된 용량 결합 플라즈

마, 즉 RIE type의 etcher의 플라즈마 방전의 원리를 알아보고자 한다[32]. RIE 

type의 etcher는 직류 자기 유도 전압 발생에 의해 식각이 일어나므로, 이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2.3.1은 RIE Etcher의 플라즈마 발생 개념도이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wafer가 놓이는 기판의 전극에 교류(AC)를 인가한다. 직류 

전원의 경우, 전극이 절연물질이거나, 식각하는 물질이 절연체일 경우, 전극에 

전하 축적으로 인하여 전류가 흐르지 못하므로, AC 전원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반응성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주파를 사용하며, 통상 13.56 MHz를 사용한다. 그

림 2.3.1을 보면 플라즈마가 축전기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며 축전기는 

Blocking Capacitor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전력을 가하는 전극에 바이어스 전압

이 유도된다. 이를 직류 자기 유도 전압(DC self-bias voltage) 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RIE type의 장치에서 식각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축전기가 플라즈마 

회로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엔 플라즈마내에는 교류 전류만 흐르지 직류 

전류는 흐르지 못하며, 따라서 플라즈마 회로 내 전극에 AC 전원을 가했을 때, 

얻어지는 각 전극면에서의 이온 전류와 전자 전류는 같게 된다. 

일정한 전기장이 있을때, 전하에 가해지는 힘 F는  

)  (  ,        시간가속는
m

Ee

m

Ee
aEeamF







      (2.3.1) 

로서 전하의 가속정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어떤 면으로의 입사하는 전하의 

플럭스 J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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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J 역시 질량에 반비례하므로, 이온의 전류밀도(Ji)와 전자의 전류밀도(Je)를 비교

하면 전자의 질량이 이온보다 매우 작으므로, 전자의 전류 밀도는 이온의 전류

밀도 보다 매우 크다. (Je >> Ji) 

 

 

 

그림 2.3.1 RIE Etcher의 플라즈마 발생 개념도[32][48] 

 

또한, Capacitor가 연결된 전극에 +Va를 가하면, 전자가 수집되고, -Va를 가하

면, 이온이 수집될 것이다. 일정한 전기장 하에서 Je >> Ji 이므로, 한 주기당 전

자가 이온보다 많이 수집되고, 따라서, capacitor가 연결된 전극은 음으로 충전

(charge)된다. 음으로 충전됨에 따라, 한 주기당 양이온을 더 모으고, 전자를 덜 

모으게 된다. 결국, 음으로 충분히 charging되어 한 주기당 Je=Ji가 되는 voltage

가 되면 steady state가 되며, 이때의 전압이 직류 바이어스 전압이다. 그림2.3.2

와 같이 가해주는 RF가 sine wave의 형태인 경우, 플라즈마와 접한 전극, 즉, 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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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주기당 양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음으로 대전되어 있는 시간보다 매우 적

다. 따라서, electrode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negative potential로 되어, Ion 

bombardment가 가능하게 된다.  

 

 

 

그림2.3.2 RF가 Sine Wave 인 경우 Va와 Vb [32][48]    

 

 

2.3.2 실험에서 사용한 용량 결합 플라즈마 (CCP) 장치 

 

EUV Mask의 흡수체인 TaN 과 산화물 반도체인 IGZO 식각에 사용된 용량 결

합 플라즈마, 즉 RIE type의 etcher는 Oxford Instrument의 RIE 80 Plus를 사용하였

다. Wafer가 놓이는 기판에 13.56 MHz의 RF를 인가하며, ESC chuck을 사용하지 

않아, 조각 시편의 가공이 wafer 위에 조각 시편의 붙임 없이 바로 놓고 식각이 

가능하며, 6인치 wafer까지 가공이 가능한 Chamber이다. 기판은 He cooling으로 

20 ˚C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RIE etcher와 유사하게 Process Pressure

는 수십~수백 mT인 middle Pressure의 영역에서 구동이 되며, 인가하는 R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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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고 200 W 까지만 인가할 수 있어, 상용 설비 대비 매우 낮은 power를 인

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Process Gas가 CF4, CHF3, SF6, 

Cl2, BCl3, Ar, O2 등으로 같이 Fluorine과 Chlorine 계열이 동시에 있는 다양한 편

이어서, IGZO 식각과 같이 건식 식각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식각 연

구에 적합하다. 그림 2.3.3과 그림 2.3.4는 각각 실제 식각 실험을 한 서울대학

교 반도체 공동 연구소에 소재한 Oxford 설비의 외관과 Chamber Open한 상태의 

모습이다[47]. 

 

 

 

그림2.3.3 TaN 및 IGZO 건식 식각 실험에 사용한 Oxford Etcher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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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4 Oxford Etcher의 Chamber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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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플라즈마 진단 장치의 개요 

 

본 장에서는 4장의 실리콘 식각 장치의 플라즈마 진단에 사용되는 Langmuir 

Probe, Ion Energy Analyzer 및 분광 분석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3.1 Langmuir Probe에 의한 플라즈마 진단 방법 

 

Langmuir Probe를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플라즈마 진단

방법이다. Langmuir가 고안한 Langmuir probe 측정 방법은 플라즈마 발생기내에 

탐침을 삽입하고 이 탐침에 전압을 가하여 탐침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데, 

이로써 알 수 있는 플라즈마 특성은 플라즈마 밀도, 전자온도, 플라즈마 전위, 

전자 에너지 분포함수 (EEDF)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식각 조건에 따

른 플라즈마 밀도 등의 변화를 알기 위해 사용하였다. Langmuir probe의 종류는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전극의 개수에 따라 single Langmuir probe, double Langmuir 

probe, triple Langmuir probe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ingle Langmuir probe를 사용

하였고, 이에 single Langmuir probe를 이용한 플라즈마 밀도 및 전자 온도를 구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ingle Langmuir probe의 기본 구성도는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에서와 같

이 probe는 플라즈마에 노출되어 전자와 이온을 모을 수 있는 전극 (probe tip), 

전류를 읽어내기 위한 저항, 전극에 전압을 인가해주는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통상, 전류계를 사용하여 전류를 읽어내면 오차가 크기 때문에 저항을 연결

하여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읽어 저항으로 나누어 전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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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Single Langmuir Probe의 개념도 [49, 50] 

 

 

그림 3.1.2 Single Langmuir Probe의 V-I curve 관계 그래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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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 그래프는 그림 3.1.2 [50]와 같이 세 영역

으로 나눌 수 있다. Ion Saturation Region, Transient Region 그리고 Electron 

Saturation Region 이라고 세 영역을 부른다[51]. Ion saturation 영역에서는 probe에 

음 전압을 가하면 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온이 전극으로 끌려오게 된다. 하지만, 

음 전압을 증가시켜도 어느 전압 이하로는 전류 값이 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

지된다. 이는 전극 주위로 sheath가 형성되어 전극으로 흡수되는 이온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온의 mobility가 전자 

대비 작기 때문에 ion saturation current의 량은 매우 작다.  

 

 

그림 3.1.3 Transient Region에서 전위 장벽에 따른 이온 및 전자의 움직임[50] 

  

이후 전압을 양의 값으로 증가시키면, 전류 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 영역이 Transient Region이다. 그림 3.1.3[50]은 전위 장벽 (Potential 

barrier)에 따른 이온과 전자의 운동을 모사한 그림이다. 인가하는 전압이 낮은 

경우엔 전자들이 전위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플라즈마로 되돌아 가게 된다. 

하지만, 점차 전압을 높이면, 전위 장벽을 넘어서 probe tip으로 들어오는 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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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지게 된다. 플라즈마 상태에서 전자들의 속도 분포가 Maxwellian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전압과 tip으로 흡수되는 전자수의 관계는 exponential

로 비례한다. 한편, 이온들도 전압에 따라 tip으로 흡수되지만 전자의 수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가정한다[50]. 플라즈마 탐침에 흐르는 전자 전류 

Ie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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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위 식 (3.1.1)은 Transient Region에서 probe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나

타낸다. eI 는 probe에 흐르는 전류, esI 는 electron saturation current, pV 는 probe 

voltage, sV 는 plasma potential, en 는 플라즈마 밀도, A는 tip의 표면적, em 는 전

자 질량, eVT 는 전자의 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3.1.1) 식으로부터 전자 온도

를 구할 수 있다.  

인가하는 전압을 계속 증가시키면, 전류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고,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영역이 Electron Saturation Region이다. 이 영역에서 전자 포화 

전류 esI 와 플라즈마 전위 sV 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1.4는 전자 포화 전류 

esI 와 sV 를 표시한 그래프를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의 플라즈마 진단시에 전

자 포화 시점을 찾기가 어렵다. 즉, 전압 증가에 따라 전류는 계속 증가하는 모

습을 보인다[50]. 이는 probe 전압을 증가시키면 sheath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의 collecting area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ransient Region과 Electron 

Saturation Region의 경계가 모호해 진다. 플라즈마 밀도는 saturation region에서 

fitting을 하여 구하는데, saturation 구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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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전자 포화 영역에서의 전자 포화 곡선[50] 

 

 

그림 3.1.5 이온 포화 영역에서의 이온 포화 곡선[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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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는 전압등 다른 요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값이 부정

확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자 밀도 (즉, 플라즈마 밀도)는 통상, Ion Saturation 

Region에서 구한다. 그림 3.1.5는 Ion saturation current를 구하는 그래프를 보여준

다. 플라즈마 밀도를 구하는 식은 (3.1.2)식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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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는 ion saturation current이다. sheath에서의 플라즈마 밀도가 bulk 플라즈마 

밀도보다 낮으므로  값으로 보상해준다.  는 bulk 플라즈마 밀도와 sheath내

에서의 플라즈마 밀도의 비이며, 통상 0.61이다[32, 49, 50]. 

 

 

그림 3.1.6 RF compensated Single Langmuir Probe 의 구성도[49] 

 

그림 3.1.6은 실험에서 사용한 Single Langmuir Probe의 구성도이다.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는 tip 부위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텅스텐을 사용하였다.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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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제거를 위해서, Tip에 도선을 감아 capacitor를 통해 probe에 연결하였다. 

또한 13.56 MHz의 RF noise를 제거하기 위하여 13.56 MHz, 27.12 MHz의 choke 

filter를 연결하였다. 그리고,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저항을 연결하였는데, 사용

되는 저항의 값은 전류값과 전력량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충분한 저항을 선택하

였다.  

 

3.2 Ion Energy Analyzer에 의한 플라즈마 진단 방법 

 

Langmuir Probe를 통해서 플라즈마 밀도 및 전자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온 에너지 분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실제 식각에 있어서는 플라

즈마 밀도도 중요하지만, 이온 에너지의 분포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 특히, 종

횡비가 큰 좁은 패턴 식각의 경우, 이온 에너지가 큰 경우 식각이 잘 되기 때

문에 에너지 분포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이온 에너지 분포에 대한 분석을 

하여 주는 진단 장비가 Ion Energy Analyzer (IEA)인데, 일반적으로 3개의 grid와 

1개의 collector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 3.2.1과 같다[52].  

 

 

그림 3.2.1 이온 에너지 분석기의 개략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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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grid (G1)는 플라즈마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sheath electric field에 대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grid이다. 두 번째 grid (G2)는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ion을 식별해내는 discriminator로써, DC potential로

부터 ion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까지 sweep한다. Potential barrier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온만이 G2를 통과하게 된다. 세 번째 grid (G3)는 첫 번째 grid 

G1 보다 음의 potential을 가하여 원하지 않는 charge들을 analyzer를 통과하지 못

하도록 해주는 grid 이다. Collector (C)는 grid G3 보다 음의 bias를 가하여 G3를 

통과한 charges이 포집될 수 있도록 하며, secondary electrons은 포집되지 않고 되

돌려 보내도록 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discriminator 에 인가하는 각 bias

에 따라 Collector (C)에 들어오는 이온 전류를 측정하게 된다[52]. Collector에 도

달한 이온 전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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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식과 (3.2.2)식에서 q 는 ion charge, A는 collecting area, T 는 transparency of 

mesh, 는 discriminating voltage, )( 는 ion velocity, im 는 이온의 질량이다. 

(3.2.2)식을 에 대해 미분하면, 아래 (3.2.3)식과 같이 쓸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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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식을 위 식 (3.2.1)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3.2.4)과 같이 )(I 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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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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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따라서, 이온 에너지 분포 함수 )(f 는 (3.2.4)식을 미분하여 아래 식 (3.2.5)와 

같이 구하여 진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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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potential에 따른 이온 전류를 미분하면 이온의 에너지 분포 함수를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상용 Ion Energy Analyzer (Impedance Semion System)를 사용하여 

식각 조건에 따른 이온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림 3.2.2는 측정하기 위해 

식각 chamber에 올려 놓여진 ion energy analyzer의 모습이다. 

 

그림 3.2.2 식각 chamber 의 전극에 장착된 Ion Energy Analyzer 의 모습[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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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광 분석법에 의한 플라즈마 진단 방법 

 

이 측정 방법은 플라즈마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빛을 가지고, 발생하는 원소

및 그 량의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식각 과정 중 발생하는 etchant및 

식각 부산물등 라디칼의 종류가 무엇이며, 조건에 따라 그 량의 상대적인 밀도 

비교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빛은 기체 속의 원자나 분자가 여

기된 상태에서 기저 상태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데, 플라즈마 프로세스 중에 발

생되는 빛은 특정 파장 혹은 특정 파장의 범위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서 플

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32]. 또한 파장의 강도 변화로부터 그 

원소의 발생량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 proces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OES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방법이다. 이는 Chamber 내부에 탐

침을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비 침투성 (non-intrusive)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식

각 진행중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식각 공정의 분석에 가장 많이 이

용되고 있다. 

하지만, OES로부터 얻은 파장에 따른 peak의 강도는 그 원소의 발생 량과 관

련은 있지만,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32]. 이는 특정 원소로부터 발생되는 빛

의 강도가 그 원소의 량뿐 아니라, Chamber 내부의 전자 밀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OES에서 검출되는 빛은 전자 충돌 (electron impact)에 의해 여기된 

종이 기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검출하는 것이므로, 원소의 기저 상태의 양이 

같더라도 전자가 많아지면 여기된 원소의 양이 많아지므로 빛 방출의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빛의 강도가 반드시 증가하였다고 원소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Actinometrical OES 분석 방법 

[53]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5 % 이하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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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가스를 Actinometer로 사용하여, 플라즈마 내에 첨가하고 플라즈마 내 특

정 가스 원소의 빛 방출 강도와 Actinometer의 빛 방출 강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상대적인 밀도를 분석하게 된다. Actinometer 로는 Ar 가스를 주로 사용

하며, 본 실험에서도 Ar을 사용하였다. Actinometrical OES의 원리를 살펴보자. 

발생하는 특정 종의 빛의 세기가 전자에 의해 여기된 종의 숫자에만 국한된

다고 가정하자. 가령, Br 원자에 대해 관찰한다고 하면, 빛의 세기 IBr는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32, 45]. 

 

BrBrBrBr nkI                          (3.3.1) 

 

   BreeBr ndE     Br                 (3.3.2) 

 

식 (3.3.1)과 (3.3.2)에서, Brk 는 상수, Brn 은 기저 상태의 Br의 농도, Br 는 전

자와의 충돌에 의한 여기 효율, F 는 여기에 관한 충돌 단면적, e 는 전자의 

속도이다. 마찬가지로, actinometer인 Ar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강도 ArI 은 (3.3.3)

식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ArArArAr nkI                         (3.3.3) 

 

(3.3.3)식에서 Ark 은 비례상수, Arn 은 Ar의 기저 상태의 농도, Ar 은 Ar의 여기 

효율이다. 이제, 관측된 Ar의 빛 방출 강도와 Br의 빛 방출 강도의 비를 식 

(3.3.4)와 같이 취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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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만약, actinometer와 Br이 서로 비슷한 충돌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즉, (3.3.4)

식에서 1
Ar

Br




 혹은 ArBr    이라면, 아래 식 (3.3.5)와 같은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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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따라서, 소량의 Ar 가스를 첨가하여 Br 원자의 발광 세기와 Ar 원자의 발광 세

기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Br 원자의 상대적 밀도의 크기를 알 수 있다. [53] 

하지만, actinometry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지는 않다. 적용될 수 있는 조건

은 다음과 같다[45].  

 

(1) actinomiter와 보고자 하는 특정 종의 여기는 모두 기저 상태의 것에서 전자

충돌로만 생성되어야 한다. (   eXXe       ) 

(2) 여기된 종이 에너지를 잃을 때, 반드시 빛의 방출로 에너지를 잃어야 한다. 

   ( hXX    ) 

(3) actinometer와 특정 종의 전자 여기 충돌 단면적은 서로 비슷해야 한다. 즉, 

여기 상태로 이전하기 위한 문턱 에너지가 유사하여야 한다.  

 

(3)번 항목으로 인해, 보고자 하는 원소와 유사한 여기 문턱 에너지를 가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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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가스를 actinometer로 고려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D’Agostino의 논문[54]에 의하면, 여기 문턱 에너지의 값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

도 Ar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actinometer로 사용하여 종의 상대적 밀도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믿을 만한 data 이다. 가령, 보고자 하는 원소가 F인 경우, Ar과 

유사한 문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F; 14.8 eV, Ar; 13.5 eV) Ar을 actinometer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보고자 하는 종이 CF인 경우, CF의 여기 문턱 

에너지는 6.1 eV로서, Ar 대신 유사한 문턱 에너지를 가진 N2 가스(11.3 eV)를 

actinometer로 사용하였으나, N2가 gas discharge에 영향을 주어서, Ar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5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Ar을 

actinometer로 사용하여, Br및 O 라디칼의 상대적인 밀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

림 3.3.1은 분광 분석 장치의 개념도이다[45]. 

 

 

 

그림 3.3.1 분광 분석 장치의 개념도 [45] 



38 

 

제 4 장 나노급 실리콘 트렌치 건식 식각 시 RIE Lag 특성  

 

반도체 식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식각률과 균일도

(uniformity) 이다. 식각률과 균일도가 우수할수록 공정 시간의 단축과 수율 향

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식각 공정을 진

행하여 보면, 원하지 않는 다양한 현상을 만나게 된다. Loading effect, RIE Lag, 

Notch, Bowing, Micro trench, faceting, undercut등의 식각 profile로 구분되는 현상들

과 전기적인 data로 알 수 있는 plasma damage등이다[15]. 본 연구에서는 나노급 

실리콘 트렌치 식각시 ARDE (Aspect Ratio Dependent Etching) 혹은 RIE Lag 라 

불리는 현상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봄에 앞서서 4.1절에서는 

ARDE 현상을 포함하는 Loading effect가 무엇인지 그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Loading effect라 함은 식각 면적 및 식각하고자 하는 패턴의 폭 크기에 따

라 식각 속도가 변화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32]. Loading effect

는 Macroscopic loading Effect, Microscopic loading effect, ARDE (혹은 RIE lag)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4.1 Loading Effect의 정의 

 

4.1.1 Macroscopic Loading effect (거시적 부하 효과) 

 

거시적 부하 효과는 식각 Chamber 내의 wafer 수의 증가 혹은 wafer내의 식

각할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식각 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Macro loading 

이란 용어는 Mogab [55] 이 가장 먼저 사용하였고, 그림 4.1.1은 Macro loading 

현상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이다. Mogab은 여러 장을 동시에 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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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식각 장치에서 CF4/O2 chemistry로 Silicon etch를 하였는데, loading한 

wafer의 수에 따른 식각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4.1.1에서 wafer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식각률이 저하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제한된 etchant에 의해 

wafer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식각률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wafer의 수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dummy wafer를 사용한다든지 매우 큰 

pump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림 4.1.1 식각 wafer의 수에 따른 역 식각률 [55] 

 

여러 장의 wafer를 동시에 진행하는 batch type의 식각 장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즉 매엽식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wafer 수에 따른 macro loading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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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Microscopic Loading effect (미시적 부하 효과) 

 

Microscopic loading effect라 함은 같은 기판 내에서 패턴이 밀집되어 있는 지

역과 패턴이 적은 지역간의 식각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

으로 밀집된 지역에서 식각 속도가 감소된다. 그림 4.1.2.1은 microscopic loading 

effect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이다[32].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턴이 밀집

되어 있는 영역은 etchant의 소모가 많이 되어 잔류하는 etchant의 량이 상대적

으로 적게 된다. 따라서, 식각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식각 속도가 감소하게 되

고, 패턴이 적은 영역은 소모량이 적어, 잔류하는 etchant 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식각 속도가 높다. 즉, microloading 현상은 플라즈마에 노출된 wafer에서 국부적  

 

 

그림4.1.2.1 microscopic loading effect의 개념도 [32] 

 

으로 etchant 고갈(depletion)로 인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15]. etchant의 이동

이 어려운 높은 압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일종의 transport-limited etching의 결과

이다. Rangelow는 oxide mask를 사용한 Silicon etching에서 CF4/O2 plasma의 O2 

ratio에 따라 microloading effect를 관찰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1.2.2와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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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microloading의 정도는 아래 식 4.1.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15].   

 

100
rateetch density pattern  low

rate etchingdensity pattern high  
100(%) ngMicroloadi        (4.1.1) 

 

 

 

그림 4.1.2.2 CF4/O2 plasma로 Oxide mask를 사용한 Silicon etch시 micro loading 및 

식각률의 변화 [15] 

 

이 실험은 비교적 high pressure 영역인 50 mT에서 수행하여 microloading 현상

을 보여주었다. 이 실험에서는 fluorine이 etchant이며, O2 가스 유량 증가에 따라, 

CF4 가스의 dissociation이 증가하여, fluorine 라디칼의 농도가 증가하여 silicon 

etching rate의 증가 및 microloading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동일한 

chamber 및 구조에서도 식각 조건의 조절에 따라 microloading을 어느 정도 

control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이처럼 iso 및 dense pattern

을 가지고 있으므로, microloading도 식각시 control하여야 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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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RIE (Reactive Ion Etching) Lag or ARDE (Aspect Ratio 

Dependent Etching)  

 

패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를 Aspect Ratio라고 말하는데, Aspect ratio가 큰 경

우가 작은 경우에 비하여 식각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Aspect Ratio Dependent 

Etching (종횡비 의존 식각) 혹은 RIE lag 라고 부른다. 그림 4.1.3.1은 RIE Lag 현

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4.1.3.1 ARDE (혹은 RIE Lag) 현상의 개념도 

 

그림 4.1.3.2는 Deep Silicon 식각이 필요한 MEMS 식각의 예로 폭 크기가 2.5 

~ 100 µm, 식각 depth 130 µm (폭 크기 100 µm 기준) 인 패턴 식각의 SEM 이미

지이다[56].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폭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식각의 깊이는 급

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폭을 가진 패턴의 식각 깊이를 100 %

로 할 때, 각 패턴 사이즈에 따른 식각 깊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4.1.3.3 이다. 2 

µm 폭의 패턴의 경우, 식각 깊이가 100 µm 대비 50 % 이하로 매우 감소하여 

ARDE가 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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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2 Deep Silicon 식각의 경우, RIE lag가 심한 SEM Image [56] 

 

 

그림 4.1.3.3 그림 4.1.2의 SEM image로부터 환산한 트렌치 폭의 크기에 따른 

식각 깊이의 변화, 100 %는 패턴 폭 100 µm의 깊이[56] 

 

실제 반도체 device에서는 다양한 폭을 가진 pattern이 동일 Photo mask step에 

존재하므로, 동시에 다양한 폭을 가진 pattern에 대한 식각을 하게 된다. 특히, 

Logic Device의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한데, 고 부가가치 상품인 Logic 제

품 개발에 반도체 회사에서는 주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식각 공정 측면에

서 ARDE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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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spect ratio는 동일한 패턴에서도 etch time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

는데, 이때 RIE lag 가 있는 조건이라면, etch time이 증가함에 따라 etch rate이 저

하될 것이다. 따라서, RIE Lag 가 있는 조건의 경우, 식각해야 하는 막질의 두께 

증가에 따라 etch time을 비례하여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제대로 pattern을 구현

할 수 없을 것이다. RIE Lag는 이온, 라디칼 (혹은 neutral), 전자, 식각 부산물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mechanism이 제시되어 왔다[15]. RIE Lag의 원인에 대해 주장되어 온 mechanism

들을 요약을 하면,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Ion Shadowing [18], Neutral 

Shadowing [19], Differential Charging [21], Knudsen Neutral Transport [20] 이며, 이에 

대해서는 4.2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2 RIE Lag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 

 

Rangelow에 의하면, RIE Lag는 ion/neutral 의 비율이 클 경우 발생하고, 그 비

율이 작을 경우엔 inverse RIE lag가 발생한다[15]. 여기서, inverse RIE lag라 함은 

큰 폭을 가진 패턴의 식각률이 작은 폭의 패턴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polymer deposition을 이용하여 식각하는 Contact Oxide etching에서 많이 관

찰되는 현상이다[57, 58]. 이처럼, RIE Lag 현상은 ion, neutral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의 현상이다. Neutral shadowing[19]과 Knudsen 

Neutral Transport [20] 이론은 neutral의 움직임 측면에서 lag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Ion Shadowing [18]과 Differential Charging [21] 이론은 ion의 움직임 측면

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실제 식각 상황을 설명하기엔 이들 이론의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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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Ion Shadowing 

 

그림 4.2.1.1은 패턴 식각의 profile 예이다[15]. 그림에 도식되어 있는 바와 

같이 Ion은 이방성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electron이나 neutral은 등방성의 운

동성을 가지고 있어, angular distribution의 폭이 Ion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다. 또

한, 식각 시간의 증가에 따라(혹은 식각 깊이의 증가에 따라), 식각된 바닥면에

서 바라본 solid angle은 그림과 같이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바닥으로 도달하는 

Ion은 식각 깊이가 깊어질수록 감소한다. Ion 에너지 및 Ion flux에 의한 식각이 

주된 식각 반응인 경우, 식각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식각률이 저하되며, RIE  

 

 

 

그림 4.2.1.1 패턴 식각시 식각 시간에 따른 solid angle의 변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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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가 발생하게 된다. 즉, solid angle이 감소함에 따라 Ion shadowing이 발생하여 

RIE Lag가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RIE lag의 원인을 설명하는 Ion shadowing 이

론이다[18].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on angular distribution이 적은 조건을 사용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무거운 식각 이온의 경우, 좁은 Ion angular 

distribution을 가져 lag를 개선한 선행 연구의 예가 있다[59]. 

 

4.2.2 Differential Charging (혹은 Charge up) 

 

Charging 효과는 기본적으로 electron과 ion의 상이한 운동 방향 성질에 기인

한다. 그림 4.2.1.1에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electron은 등방성의 방향성을 가

지고 있으며, sheath에 의해 가속되지 않는다. 반면에, ion 운동은 매우 좁은 

angular distribution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lectron은 pattern의 위쪽이나 sidewall

에 도달하기 쉬운 반면, pattern 아래쪽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 Ion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 pattern 내부로 도달하기 쉽다. 따라서, top 부분과 top sidewall는 음

으로 대전되고, 바닥 면은 양으로 대전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양상이 

aspect ratio가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top sidewall및 pattern 바닥은 differential 

charging을 가지게 된다. Arnold와 Sawin의 charging up model은 절연체 식각의 경

우를 가지고 제시한 model이다[21]. 절연체의 경우, charge의 이동이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separation된 charge가 diffuse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어렵다. 따

라서, 그림 4.2.2.1의 그림과 같이, local electric filed가 발생하게 되며, aspect ratio

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charge separation이 심화되므로, ion의 바닥으로의 도달

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Ion에 의한 식각이 주로 일어나는 경우에 식각률

은 charge up이 커짐에 따라 저하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절연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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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1 패턴 식각시 발생하는 Surface Charging [21] 

 

아니라 silicon과 같은 도전체 물질의 식각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oxide나 

nitride와 같은 절연체를 hard mask물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electron은 mask 물질에만 주로 도달할 것이며, 식각이 진행됨에 따라 charging 

up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aspect ratio가 큰, 최근의 반도체 디바이스 식각

의 경우엔 이러한 charging up 현상이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Charging 현상

에 의해 RIE lag외에 micro trench (혹은 dove tail 현상), bowing 과 같은 etch 

profile의 이상도 관찰된다[21]. 이러한 charging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charge 중성화를 위한 펄스 플라즈마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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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Neutral의 Knudsen Transport 와 Neutral Shadowing 

 

Neutral shadowing과 Knudsen Transport 이론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두 이론은 식각 반응이 이온과는 관계없이 neutral flux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RIE Lag를 설명한다. Coburn과 Winters는 aspect ratio가 증가함에 따라 

etch rate이 저하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20]. 우선, 식각 후 

발생하는 식각 부산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식각률이 저하하게 되며, 

이는 conductance 값의 저하로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1

)/(64.3 pMTAKC                 (4.2.3.1) 

 

식 (4.2.3.1)은 tube나 trench와 같은 구조물에서의 conductance 값을 나타내는 

식으로, C는 conductance (l/s), A는 식각 구조물의 단면적(cm
2
), K는 Clausing factor

로 aspect ratio에 관계되는 기하학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며[60], Mp는 식각 부산물

의 분자량이다. 위 식에서 K는 aspect ratio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므로 (그림 

4.2.3.1 참조), 결국 aspect ratio 증가에 따라 conductance 값이 감소하므로, 식각

률이 감소하게 되어 RIE lag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패턴의 입구와 바

닥에서의 가스 flow의 압력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압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

면, conductance 값의 변화에 의한 lag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Coburn과 Winters가 제시한 aspect ratio 증가에 따라 RIE lag가 커지

는 원인은, 패턴의 바닥에 입사되는 neutral flux 량의 감소이다. 그의 모델 에서

는 sidewall에서 소모되는 flux는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 입사하는 neutral의 

flux와 패턴의 바닥에서 소모되는 flux의 량을 비교하면 식 (4.2.3.2) 와 같은 관 



49 

 

 

 

그림 4.2.3.1 Aspect ratio(l/a)에 따른 Clausing’s factor의 변화 [60] 

 

계식을 얻게 된다. 

 

bbtt SvSKK   )1()1(           (4.2.3.2) 

 

위 식 (4.2.3.2)에서 t 는 입사하는 flux, b 는 바닥에서 소모되는 flux, S는 

surface와 neutral의 반응 확률(reaction probability)이다. 따라서, (4.2.3.2)식의 좌변

의 두 번째 항은 바닥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 나오는 flux, 세 번째 항

은 바닥에 도달했으나, 표면과 반응하지 않고 되돌아 나오는 flux, 우변은 바닥

에서 소모되는 flux를 가리킨다. (그림 4.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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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 Knudsen Transport 모델에 의한 neutral의 flow [20] 

 

식 (4.2.3.2)를 flux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 식 (4.2.3.3)을 얻을 수 있다.  

 

 topat the rateetch 

bottom at the rateetch 





KSSK

K

t

b




          (4.2.3.3) 

 

식각 반응이 neutral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모델링이므로, 패턴 입구의 neutral 

flux와 바닥에서의 neutral flux의 비는 곧 식각률과 연결 지을 수 있어, 식 

(4.2.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etch rate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Etch rate

의 비는 곧 RIE lag값이다. 따라서, 위 식에 의하면, RIE lag는 K와 S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 식각해야 하는 패턴이 정해지면, Lag는 S에 의해 달라지며, S는  

식각 조건과 연관있는 값이다. 그림 4.2.3.3은 S와 aspect ratio에 따라 RIE La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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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 contact hole의 aspect ratio및 reaction probability S에 따른 패턴의 top과 

바닥에서의 식각률의 비 [20] 

 

변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20]. 그래프에 의하면, S가 작을 수록 lag가 개선된

다. S가 작게 되는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lag를 개선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lag의 원인 및 개선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Knudsen 

Transport model이다. 하지만, reaction probability S를 실제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실험의 결과를 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sidewall

과의 반응을 완전히 무시하였는데, 실제 실험의 경우, sidewall의 반응이 많이 일

어나므로, 이 이론을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에, Neutral shadowing 이론[15]은 sidewall과 neutral의 반응 확률이 1일 때

의 상황을 설명한다. Ion shadowing과 마찬가지로, aspect ratio가 증가함에 따라 패

턴으로 들어오는 neutral flux도 감소할 것이다. Neutral의 경우는 그림 4.2.1.1에 

묘사된 바와 같이, ion보다 넓은 angular distribution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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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가 증가함에 따라 바닥에 도달하지 못하고, sidewall과 반응하는 neutral이 많

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lag가 증가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두 가지 이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온에 의한 식각은 완전히 배제한 이론이란 점이다. 실제 

식각 반응은 이온의 의한 식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aspect ratio가 큰 최근 디바

이스 식각 경우에 있어서 이온에 의한 식각의 역할이 보다 큰 상태이다. 따라

서, 최근 디바이스의 RIE lag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lag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mechanism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어느 한 가지의 mechanism으로 실제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살펴 

본 mechanism들은 각각 neutral와 ion의 움직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으나, 실

제 식각 에서는 어느 한 가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mechanism을 바탕으로 하되, 좀더 실제 식각 구조에 적합하도록 발

전시킨 mechanism으로 실험의 결과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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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IE Lag 평가 시료 및 실험 방법 

 

RIE Lag 평가는 STI (Shallow Trench Isolation) 구조의 시료로 하였다. Lag 평가

를 위해서, Trench Bar pattern은 40 nm로 고정하고, 식각이 되는 Trench Width의 

크기를 40 ~ 100 nm의 크기로 10 nm씩 변경한 7개의 다른 Width의 trench pattern

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mask에 다양한 width size를 split하였으며, 동

시에 식각 되도록 하였다. 평가할 시료의 vertical structure는 Si3N4 Mask 170 nm, 

그리고 mask와 Silicon 사이에 Pad oxide 11 nm를 적층한 구조로 그림 4.3.1은 

bar/width size가 각각 40 nm/40 nm인 경우의 Silicon 식각 전 구조에 대한 모식도

이다. 그림에서 보면, Mask etch후 silicon recess가 약 10 nm정도이다. 또한, Pad 

oxide는 STI 식각 후 후속 공정인 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에서

의 etch stopper의 역할을 위해 통상 사용된다. 그림 4.3.2는 실제 Mask etch후 

Silicon etch전 상태의 시료의 vertical SEM 사진이다. 4.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Lag

의 정도는 etch time에 따라 동일 식각 조건의 동일 시료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식각 조건에 따른 lag의 비교를 위해서 식각 target을 정하였다. 평가 

시료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패턴인 Trench width 40 nm인 패턴의 식각 깊이가 

250 nm 를 target으로 하여 식각 time을 정하고, 이때의 각 패턴 별 식각 깊이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lag 정도를 평가하였다. 식각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Hitachi SEM S-5500 SEM 장비를 사용하였다. 각 식각 조건별 평가용 시료는 4.0 

x 2.5 cm
2
 크기의 조각 시편을 만들어, 300 mm bare Si 위에 부착하여 300 mm 

wafer 용 상용 식각 chamber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각 시편과 

substrate Si 간의 열 전달이 원활하게 되도록 동일한 silicon 성분인 접착제 

thermal joint compound Type 120 silicon paste (Wakefiled Thermal Solution 社)를 사용

하여 시편을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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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RIE Lag 평가용 시료의 Silicon 식각 전 모습 (bar/width~40/40nm) 

 

              

그림 4.3.2 그림 4.3.1 시료의 실제 vertical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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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 설비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용 설비인 SEMES사의 ICP etcher를 

사용하였다. Top Antenna 코일과 Wafer 가 놓이는 Bottom 전극에 모두 13.56 MHz

가 인가되는 설비이며, Continuous mode와 Pulse modulation으로 power 공급이 가

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mode에서 모두 평가하였다. Wafer는 backside He 가스

로 cooling이 가능하며, ESC (Electro Static Chuck)로 wafer를 hold한다. 또한, 

substrate 온도의 조절이 가능하여 substrate 온도 변화에 대한 식각 연구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각 조건별 비교할 RIE Lag 값은 아래 식과 같이 산출하였다.  

 

100
depthetch highest 

depthetch lowest 
 -  100  (%) Lag RIE            (4.3.1) 

 

본 실험에서, 위 식 (4.3.1)에서 가장 많이 식각된 깊이는 가장 큰 width인 100 

nm의 패턴이며, 가장 적게 식각된 깊이는 가장 작은 width인 40 nm 패턴이다. 

또는 아래 식 (4.3.2)과 같이, 가장 깊이가 큰 패턴의 깊이를 1로 할 때, 각 패

턴 size 별 식각의 깊이를 표현한 normalized etch depth로 RIE lag 를 표현할 수도 

있다. 

 

depthetch largest 

dth trench wisomeat depth etch 
  (arb.)depth etch  Normalized      (4.3.2) 

 

그림 4.3.3은 Silicon Trench 식각 후 trench width size 40, 50, 70, 100 nm인 pattern의 

vertical SEM 사진이다. 이때, 식각 조건은 source/bias power 500/150W, pressure 20 

mT, 식각 가스인 HBr/O2 유량 200 sccm/2 sccm, 식각 시간 120 초를 적용하였다. 



56 

 

그림에서와 같이, 이 조건의 경우 width가 감소함에 따라 식각의 깊이가 감소하

는 전형적인 RIE lag의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40 nm width에서 급격히 Trench 

depth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SEM image로부터, 각 trench width별 trench 깊이를 

측정하고, 위 식 (4.3.1)에 의해 이 경우, RIE lag는 47.4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식각 조건에 대한 RIE lag 및 normalized etch depth를 산출하

였다. 

 

  

  

 

그림 4.3.3 trench width 에 따른 식각 깊이 및 식각 Profile (식각 조건; 20 mT, 500 

WS, 150 WB, HBr 200 sccm, O2 2 sccm, 30˚C, 120초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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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식각 Gas 선정을 위한 Screening Test 

 

Silicon 식각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Fluorine, Chlorine 등의 할로겐 

원소로 이루어진 가스에 대해 식각 profile을 평가함으로써, RIE lag 현상을 관찰

할 main gas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CF4, SF6, NF3, Cl2, HBr 가스를 

main gas로 하고, profile control로 통상 사용되는 O2 가스를 첨가 가스로 하여 

trench 패턴 식각을 하였다. 그림 4.4는 각 식각 가스별 trench 식각 후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profile 결과를 나타낸다. 공통으로 사용한 식각 조건은 10 

mT, 500WS, 150WB 이다. 그림 4.4 (a) ~ (c)에서 볼 수 있듯이, CF4, SF6, NF3의 

Fluorine 가스의 경우, Mask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즉, Si3N4 

mask와 매우 낮은 선택비 (CF4; 1.2, SF6; 1.7, NF3; < 1) 를 가지고 있어서 silicon 

trench 식각에 평가되기 어렵다. Cl2/O2 조합의 경우 (그림 4.4(d)), mask에 대한 

선택비가 6.7 로 양호하나, HBr/O2 가스 조합의 경우 (그림 4.4(e))는 mask recess

가 거의 없어 매우 큰 선택비 (> 100)를 가지고 있어 HBr/O2 가스 조합으로 

RIE lag 평가의 가스 조합으로 선정하였다. 

 

   

(a) CF4/O2                         (b) SF6/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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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F3/O2                         (d) Cl2/O2   

 

 

(e) HBr/O2   

 

그림 4.4 식각 chemistry에 따른 trench width 40 nm패턴의 silicon trench 식각 후 

profile. 공통 식각 조건; 10 mT, 500 WS, 150 WB (a) CF4 50 sccm, O2 5 sccm, 45초 식

각 (b) SF6 30 sccm, O2 45 sccm, 30초 식각 (c) NF3 50 sccm, 30 O2, 30초 식각 (d) Cl2 

100 sccm, O2 5 sccm, 45초 식각 (e) HBr 200 sccm, O2 5 sccm, 90초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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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ontinuous Plasma에서의 식각 파라미터에 의한 RIE Lag 현상 

  

4.5절에서는 식각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로 알려진, gas flow rate, power, 

pressure 및 기판 온도 변화에 의한 RIE lag 현상을 continuous plasma 에서 관찰

하고, 플라즈마 진단 tool 및 XPS 등 분석 tool을 이용하여 lag의 원인을 분석하

고자 한다. 압력 5 mT, Source Power 500 W, Bias Power 150 W, HBr gas 유량 200 

sccm, O2 gas 유량 2 sccm, wafer가 놓이는 기판 온도 30 ˚C, Trench etch time 120초

의 조건을 기본 조건으로 사용하여 식각 파라미터 변경에 따른 실험을 하였다. 

 

4.5.1 O2 gas 유량 효과 

 

첨가 가스로 사용되는 O2 가스의 유량에 따른 RIE lag trend을 살펴보았다. 나

머지 식각 조건들은 고정을 하고, O2 유량을 2, 5, 8, 11 sccm으로 변경하였을 때, 

trench width 40 nm인 패턴의 vertical SEM profile은 그림 4.5.1.1과 같다. O2 gas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taper profile로 변해가면서, trench depth가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다. Trench width 100 nm의 etch depth를 1로 하여, 각 패턴 width별 trench 

depth를 계산하여 그림 4.5.1.2와 같이 normalized etch depth의 변화 그래프를 얻

었다. Trench width가 감소함에 따라 trench depth가 감소하는 RIE lag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O2 gas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RIE lag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면, 그림 4.5.1.3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RIE lag가 O2 가 증가함에 따라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O2 gas 유량 

증가 조건에서 lag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silicon의 oxidation 현상과 연관을 시켜

볼 수 있다. HBr/O2 plasma 를 사용하여 silicon 식각을 하는 경우, Br 라디칼과 O 

라디칼의 농도의 비에 의해 식각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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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2 2 sccm                       (b) O2 5 sccm 

 

   

(c) O2 8 sccm                       (d) O2 11 sccm 

 

그림 4.5.1.1 O2 유량 변화에 따른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식각 후 Profile. 공

통 식각 조건; 5 mT, 500 WS, 150 WB, HBr 200 sccm, 30˚C, 120초 식각 (a) O2 유량 2 

sccm, (b) O2 유량 5sccm, (c) O2 유량 8 sccm, (d) O2 유량 11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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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2 O2 유량 및 Trench width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 

 

그림 4.5.1.3 O2 유량에 따른 RIE Lag 및 Br/O 라디칼 농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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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의 경우는 패턴이 없는 silicon에 대한 식각률 변화에 대한 연구이며 

그에 의하면, O 라디칼이 oxidation을 유도하여 식각을 방해하므로, Br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많아야 silicon 식각이 잘 된다는 것이다.  

그림 4.5.1.3의 오른쪽 수직 축은 actinometrical OES 방법을 사용하여 각 조건 

별 Br과 O의 농도를 검출하여 그 비를 나타내었다. 3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actinometer로 Ar gas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사용 gas의 4.7 %인 소량을 사용하였

다. Br 라디칼과 O 라디칼의 검출 파장으로 각각 700.5 nm (5p
2
P

0
  5s

4
P) [62], 

777 nm (3s
5
S  3p

5
P) [63]를 사용하였다. Ar 라디칼의 검출은 750.4 nm [62] 의 파

장을 이용하였다. 그림 4.5.1.3에서 O2 유량 증가에 따라 Br/O가 감소하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ilicon의 표면 산화를 예상하게 하며, 실제로 그림 

4.5.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2 유량 증가에 따라 taper profile이 나타난 이유

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Br/O의 경향과 RIE lag 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RIE lag가 silicon 표면 산화와 관련이 있으며, 표면 산화가 

많이 일어남에 따라 lag가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O2 유량에 따른 식각 공정 시 발생하는 silicon 표면 산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판의 silicon wafer를 준비하여, 앞서 평가한 profile 실험 조건 중, 5 

sccm, 11 sccm의 조건으로 식각 후, 각 silicon 표면을 XPS tool을 사용하여 성분 

분석을 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식각하지 않은 bare silicon wafer의 경우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림 4.5.1.4는 Si 2p spectrum의 각 플라즈마 조건 별 XPS 결과 그

래프이다. 조건에 관계없이 98 ~ 99 eV와 102 ~ 103 eV 부근의 binding energy 영

역에서 두 개의 peak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99 eV의 binding energy는 Si 

자체의 성분이 있음을 말하며, 102 eV의 binding energy는 Si-O 혹은 Si-Br-O의 성

분임을 말한다[61, 64]. 플라즈마에 노출되지 않은 bare silicon의 경우도 102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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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4 O2 유량에 따른 Si 식각 후 XPS 분석 결과(Si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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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5 그림 4.5.1.4로부터 O2 유량에 따른 Si-O/Si 성분의 크기 비 

 

binding energy 에서 peak이 발생하며, 이는 공기 중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자

연 산화막 때문이다. 하지만, 플라즈마에 노출되면서, 급격히 Si-O bond 성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O2 유량 증가에 따라 Si-O bond를 의미하는 102 eV 

근처의 peak가 증가하고 반면에 98 ~ 99 eV의 binding energy의 peak는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즉, 그래프로부터 Si-O 성분과 Si 성분의 크기 비(Si-O성분/Si성분)

를 O2 유량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그림 4.5.1.5와 같이 O2 5, 11 sccm의 경우에 

1.32, 1.61로 O2 유량 증가에 따라 Si-O 성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2 

유량 증가에 따라 실제로 oxidation이 많이 되었음을 XPS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리콘 표면 산화는 trench의 측면(sidewall)과 바닥(bottom) 모두 발생

한다. 따라서, sidewall 반응을 무시한 Coburn의 mechanism [20]을 본 실험의 결과

를 설명하기 적당하지 않고 다른 mechanism이 필요하다. 표면 산화에 의한 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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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 심화의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표면 산화층에 의한 silicon etch rate 감소로 인한 RIE lag 심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silicon 대비 oxide의 Br과의 낮은 식각 반응률과 관련이 있다. 

Si-Si bond 대비 Si-O bond는 매우 강한 결합이어서, Br과 쉽게 반응하지 않아, 

oxide의 식각률이 매우 낮게 되는 것이다. 즉, 표 4.5의 bond dissociation energy를 

참조하면, Si-O > Si-Br > Si-Si의 순서로 dissociation energy가 큰 것을 알 수 있으

며 따라서, oxide가 있으면 식각률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면 산화층

이 두꺼울수록 silicon etch rate이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lag가 증가될 것이다.  

다음으로, 표면 산화에 의한 RIE lag 심화 현상은 charge up에 의한 ion 

deflection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표면 산화는 silicon 표면에 얇은 산화막

을 증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림 4.5.1.6 (a), (b)에 O2 

gas 유량에 따른 식각 시 표면 산화 정도를 묘사하였다. 그림에 모사한 바와 같

이 O2 유량이 큰 조건은 두꺼운 산화막이 증착된 것과 같다. 산화막은 전기적

으로 낮은 전도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식각은 중성 원자 외에도 이온에 의

해 이루어지며, 특히 본 실험에서 다루고 있는 aspect ratio가 큰 패턴의 경우,  

 

 

(a) O2 gas 유량이 적은 경우          (b) O2 gas 유량이 큰 경우 

 

그림 4.5.1.6 O2 gas 유량에 따라 trench 식각 시 표면 산화에 의한 charge-up 현

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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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에 의해 식각이 진행된다. 이것은, electron은 등방성의 운동 특성을 가지고 

있어, pattern 상부에 도달하는 반면에 이방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ion은 깊고 좁

은 (aspect ratio가 큰) pattern의 바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온은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으며, silicon과 같은 물질에서는 전도성이 높아 charge가 쌓여

있지 않지만, 산화막과 같은 절연체의 경우엔 전도성이 매우 낮아, 쌓여있게 된

다. 쌓여있는 positive charge에 의해 이후 도달하는 ion들은 밀쳐지게 되며, 따라

서 식각률은 저하되는 것이다. 따라서, charge가 쌓여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면 산화막으로부터 silicon 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Fick’s 1’st law로부터 아래 식 (4.5.1.1)같이 산화막 두께(X)와 charge 이완 시간

(t)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2
1

ln2
























B

s

N

N
DtX                     (4.5.1.1) 

 

위 식에서 X는 산화막의 두께, D는 확산계수, t는 확산 시간, NB는 silicon에서의 

charge의 농도, NS는 표면에서의 charge의 농도이다. D는 물질에 따라 정해진 상

수이며, 본 실험의 경우에 변수는 X이며, X가 클수록 t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charge relaxation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동일 시간에 charge up 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contact hole 

etching 에서 RIE lag를 설명하는 mechanism[21]과 같이, positive ion의 charge up 

현상에 의한 ion deflection이 표면 산화가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O2 gas에 의한 RIE lag 현상은 silicon 표면 산화 현상에 의한 positive 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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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charge up 현상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앞의 RIE lag 실험에서 O2 gas 증가에 따라 lag가 심화되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O2 gas를 식각 조건에 넣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O2 

gas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O2 gas의 첨가는 silicon 식각 etchant인 Br 라디칼

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silicon 식각률 증가를 돕는다. 다음 아래 식들은 

HBr/O2 plasma로 silicon 식각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반응 식들을 나타낸다. 

 

eHBrHBre               (4.5.1.2) 

eOOOe  2                   (4.5.1.3) 

OHHO                          (4.5.1.4) 

   44 SiBrBrSi                      (4.5.1.5) 

BrSiOOSiBr 4224               (4.5.1.6) 

 

기본적으로 식각 반응은 (4.5.1.5)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silicon이 Br과 반응

하기 위해서는 (4.5.1.2)식의 반응이 필요할 것이다. Br이 (4.5.1.2)식의 역 반응으

로 인해 재결합될 확률도 있다. 그런데, O2 gas의 첨가에 의해, (4.5.1.3)식과 같이 

O가 형성이 되며, (4.5.1.4)식과 같이 O 라디칼은 HBr에서 분리된 H 라디칼과 

반응할 수 있게 된다. (4.5.1.4)의 반응이 Br 라디칼의 재결합 확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Br은 Si과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각 bond dissociation energy를 비교

하여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표 4.5는 HBr/O2 plasma로 silicon 을 식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bonding에 대해 dissociation energy를 정리한 표이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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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ciation energy가 클수록 강한 결합이므로, 이러한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큼을 의미한다. 표 4.5에 의하면, O-H 결합이 Br-H 결합보다 크므로, Br- 

 

표 4.5 Bond dissociation Energy [65] 

Bond Energy(kJ/mol) Bond Energy(kJ/mol) 

Si-O 799.6 13.4 Si-Br 358.2 8.4 

Si-N 437.1 9.9 Si-Si 310.0 0.0 

O-H 429.9 0.3 Br-O 237.6 0.4 

Br-H 366.2 0.2 Br-Br 193.9 0.1 

 

H 재결합을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O2 gas 첨가에 의해 Br 라디칼의 발생이 커

질 것이므로, etch rate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4.5.1.6)식과 같이 O2와 etch 

부산물 SiBr4과의 반응으로부터 Br 라디칼의 농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66]. 

하지만, 식 (4.5.1.6)에서 볼 수 있듯이 O2 첨가에 의해, SiO2도 생성되므로, 일

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oxidation 증가로 인해 silicon etch rate이 감소할 것이다. 

즉, O2의 역할은, 적은 유량에서는 Br 농도를 증가시키고, Br-H의 재결합을 방해

하여 silicon etch rate을 증가시키고, 유량 증가에 따라, oxidation 증가로 인해 

silicon etch rate이 감소함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실험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O2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4.5.1.6

은 O2 gas 유량 변화에 따른 silicon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식각률과 

actinometrical OES로 측정한 Br radical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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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7 O2 유량에 따른 Si 식각률 및 Br 라디칼의 농도 

 

O2 gas 유량 2 sccm에서 silicon 식각률이 최대값을 갖으며, 즉 O2 gas를 첨가함으

로써 식각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Br 라디칼의 농도도 O2 첨가에 의해 

오히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 sccm 이후 etch rate이 감소함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surface oxidation에 의해 Br과 Si이 만나

는 식각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Br 라디칼의 농도는 O2 gas 유량 증가에 따

라 증가하다가 8 sccm 이후 saturation됨을 보인다. Mogab의 CF4/O2 plasma를 이용

한 Silicon 식각 연구[67]에서, O2 gas 유량 증가에 따라 etchant인 fluorine의 농도

가 증가하다가, 일정 유량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trend를 보였듯, 우리 실험의 경

우에도 그러할 것이라 예측된다. 즉, 실험에서 관찰한 O2 gas 유량 11 sccm 보다 

큰 O2 gas 유량에서는 Br의 농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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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HBr gas 유량 효과 

 

Si etch의 etchant 가스인 HBr gas의 유량에 따른 RIE lag trend을 살펴보았다. 본 

실험은 pressure가 10 mT에서 비교하였으며, 나머지 식각 조건들은 일정하게 하

고, HBr gas 유량을 150, 200, 250 sccm으로 변경하였다. Trench width 40 nm인 패턴

의 vertical SEM profile은 그림 4.5.2.1과 같다. HBr gas 유량 150 sccm의 조건에선 

taper profile을 보이다가 200 sccm에서 조금 개선이 되며, 250 sccm의 조건은 

tilting profile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taper profile을 보이는데, 이는 pressure가 높은 

영역에서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4.5.2.2은 trench width에 따른 

HBr gas 유량에 의한 normalized etch depth의 변화 그래프이다. Trench width가 감

소함에 따라 trench depth가 감소하는 RIE lag가 발생함을 알 수 있고, HBr gas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RIE lag의 수치로 표현하면, 

그림 4.5.2.3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RIE Lag가 HBr gas 유량의 증가에 따라 개선

되며, 이는 O2 gas 유량의 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Br 라디칼 농도 및 surface  

oxidation 현상과 연관을 시켜볼 수 있다. 동일한 O2 gas 로 인해, surface oxidation

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HBr 증가에 따라 Br etchant가 증가함으로써, Br이 Si과 

반응할 확률이 증가하여, silicon etch rate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그림 4.5.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2.3의 그래프에서 HBr 유량 증가에 따라 Br/O 라디칼 

농도 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O2 gas 효과에서 살펴보았듯이, 

Br/O ratio가 증가하면, lag 가 개선되었는데, 그 경향성은 HBr gas 효과 실험에서

도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HBr gas 유량 증가에 따라 silicon의 표면 산화 효과가 

감소함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lag가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전반적으로 O2 gas 유량 변화 대비 HBr gas 유량 변화에 의한 lag 변화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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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지 않아, O2 gas가 더 민감한 factor라고 말할 수 있다. 

 

   

(a) HBr 150 sccm                   (b) HBr 200 sccm 

 

(c) HBr 250 sccm 

 

그림 4.5.2.1 HBr 유량 변화에 따른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식각 후 Profile. 

공통 식각 조건; 10 mT, 500 WS, 150 WB, O2 2 sccm, 30˚C, 120초 식각 

(a) HBr 유량 150 sccm (b) HBr 유량 200sccm (c) HBr 유량 25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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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2 HBr 유량 및 Trench width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 

 

그림 4.5.2.3 HBr 유량에 따른 RIE Lag 및 Br/O 라디칼 농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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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4 HBr 유량에 따른 Silicon 식각률  

 

 

4.5.3 기판 온도 (Substrate Temperature) 효과 

 

본 절에서는 wafer가 놓이는 기판 온도가 RIE lag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식각에 있어서, 기판 온도 영향에 관한 연구는 MEMS device에

서 deep silicon 식각 시 undercut profile의 조절 [68]및 Contact hole 식각 시 taper, 

vertical profile control [69] 관점에서 주로 행하여져 왔고, RIE lag 관련하여 논의된 

바가 없다.  

나머지 식각 조건들은 기본 조건으로 고정하고, 기판 온도를 0, 15, 30, 45, 60 

˚C 로 변경하였을 때, trench width 40 nm인 패턴의 vertical SEM profile은 그림  



74 

 

    

  

      

 

그림 4.5.3.1 기판 온도 변화에 따른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식각 후 Profile. 

공통 식각 조건; 5 mT, 500 WS, 150 WB, HBr 200 sccm, O2 2 sccm, 120초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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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2 기판 온도 및 Trench width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 

 

그림 4.5.3.3 기판 온도에 따른 RIE Lag 및 Silicon etc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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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과 같다. 낮은 기판 온도에서는 taper profile을 보이나, 기판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vertical profile로 변하며, mask recess도 거의 없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5.3.2의 normalized etch depth의 변화 그래프를 보면, 0 ˚C 조건의 경우, Trench 

width 40 nm에서 trench depth가 급격히 감소함을 보인다. 하지만, 온도 증가에 따

라 width에 따른 etch depth 차이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결과적으

로 RIE lag는 온도 증가에 따라 점점 개선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림 4.5.3.3의 그

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판 온도 60 ˚C 의 조건에서 RIE lag는 1.4 % 라는 

lag가 거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silicon etch rate도 온도 증가에 따

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5.3.3)  

이와 같이 기판 온도 증가에 따른 RIE lag 현상도 surface oxidation과 연관된

positive ion의 charge up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판 온도가 낮을수록 silicon 

표면의 산화는 더 발생될 수 있다. Silicon etch시 표면 산화는 주입하는 가스 O2 

로부터 발생된 O 라디칼과 Si의 직접적인 반응(식 4.5.1.7 참조)으로 발생할 수

도 있으며, etch 부산물인 SiBr4의 O2 가스와의 반응(식 4.5.1.6 참조)으로부터 일

어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silicon 표면에서 일어나는 표면 반응이며, sticking  

coefficient가 클수록 잘 일어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sticking coefficient는 기판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70]. 또는, 표면 반응을 유발하는 라디칼의 탈착

이 빨리 일어날수록, 표면 산화 반응이 저하될 것이다. 탈착속도는 (4.5.3.1) 와   

같이 Arrhenius의 식에 의해 표현할 수 있다[71].  

 









RT

E
TAk D

d exp)(                  (4.5.3.1) 

 

위 식 (4.5.3.1)에서 kd는 탈착 속도, A(T)는 상수로서 통상 T 에 비례하며, E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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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다. 식 (4.5.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탈착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이로써 표면 산화의 저하를 예상

할 수 있다. 

기판 온도에 따른 표면 산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e Si wafer에 대하여 

위의 식각 조건과 동일한 조건인 서로 다른 기판 온도 0, 30, 60 ˚C의 조건으로 

각각 식각한 시료를 XPS tool로 silicon 표면을 성분 분석하였다. 그림 4.5.3.4는 

Si 2p spectrum의 기판 온도 별 XPS 결과 그래프이다. O2 gas 효과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비교를 위하여 식각하지 않은 bare silicon wafer의 경우도 함께 plotting하

였다. Si 자체 성분인 99 eV의 binding energy 근처의 peak이 식각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Si-O 혹은 Si-Br-O의 성분인 102 ~ 103 eV의 binding energy [61, 64] 부

근의 peak이 식각 후 증가하나, 기판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그래프로부터 Si-O 성분과 Si 성분의 크기 비(Si-O성분/Si성분)를 기판 온도

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그림 4.5.3.5와 같이 온도 증가에 따라 Si-O/Si 의 성분 

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판 온도 증가에 따라 표면 산화가 저하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O2 gas 의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판 온도에 따른 RIE lag 변화도 

표면산화에 기인하는 charge up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온도 증가에 따라 

표면 산화가 억제됨으로써, charge up 현상을 저하시켜서 패턴 바닥으로 ion의 

도달이 원활이 일어남으로써 lag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5.3.1의 SEM image와 같이, lag가 개선된 고온 (60 ˚C)의 기판 조건에서도 

trench bottom의 profile의 폭이 좁아지는 형태의 profile을 얻어 개선이 필요하다. 

높은 A/R의 패턴 식각을 위해선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온이 필요하며, 기판온

도에 의해서 표면 반응을 조절할 수 있지만, 주입되는 이온의 에너지나 이온의 

개수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profile 조절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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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4 기판 온도에 따른 Si 식각 후 XPS 분석 결과(Si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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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5 그림 4.5.3.4로부터 기판 온도에 따른 Si-O/Si 성분의 크기 비  

 

 

4.5.4 Pressure 의 영향 

 

본 절에서는 Chamber 압력이 RIE la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머지 식각 조건들은 기본 조건으로 고정하고, chamber의 압력을 3, 5, 10, 20 mT 

로 변경하였을 때, trench width 40 nm인 패턴의 vertical SEM profile은 그림 4.5.4.1

과 같다.  3 mT에서는 패턴 아래 부분에 bowing profile을 보이며, 5 mT로 증가함

에 따라 bowing이 개선되어 vertical profile을 보인다. 10 mT, 20 mT로 압력이 증

가함에 따라 점차 taper profile 및 etch stop성 profile을 보인다. 따라서, 그림 

4.5.4.2의 normalized etch depth의 변화 그래프를 보면, 20 mT의 경우, Trench width 

40 nm에서 trench depth가 급격히 감소함을 보인다. 그리고, pressure 감소에 따라 

width에 따른 etch depth 차이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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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 lag는 pressure 감소에 따라 점점 개선됨을 알 수 있으며, 그림 4.5.4.3의 RIE 

Lag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g는 aspect ratio가 큰 패턴, 즉, width가 좁은 

패턴에서의 etch rate 이 큰 패턴 대비 감소하여 발생하는데, 식각할 수 있는  

 

   

(a) 3 mT                             (b) 5 mT 

   

(c) 10 mT                           (d) 20 mT 

 

그림 4.5.4.1 압력 변화에 따른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식각 후 Profile. 공통 

식각 조건; 500 WS, 150 WB, HBr 200 sccm, O2 2 sccm, 30 ˚C, 120초 식각 

(a) 3 mT  (b) 5 mT  (c) 10 mT  (d) 20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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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2 압력 및 Trench width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 

 

그림 4.5.4.3 압력에 따른 RIE Lag 및 Silicon etc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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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칼이나 이온이 좁은 패턴에 주입되는 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압력 감소

에 따라 bulk 플라즈마 밀도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그림 4.5.4.4는 압력에 따

른 플라즈마 밀도를 나타낸다. 이는 식각 실험한 chamber에서 Langmuir Probe 

(SLP)로 측정한 결과 이다. (Langmuir Probe 측정 시 사용한 플라즈마 공통 조건

은 500 WS, 150 WB, Ar 200 sccm, 기판 온도 30 ˚C 임.) 통상 알려진 바와 같이 압

력에 따라 밀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5.4.4 Langmuir Probe로 측정한 압력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하지만, 압력 감소에 따라 ion current density의 증가[72] 및 평균 이온 에너지가 

증가되며, 이로 인하여 lag가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좁은 패턴에

서의 식각은 ion에 의해 주도되며, ion current의 증가는 곧 도달하는 ion이 많다

는 것이므로 etch rate의 감소가 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에너지가 

큰 이온이 좁고 깊은 패턴의 바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lag의 감소를 예상



83 

 

할 수 있다.  

그림 4.5.4.5와 4.5.4.6은 Ion energy analyzer를 이용하여 RIE lag 실험에서 사용

한 압력에 따른 ion current density 및 이온 에너지 분포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Ion Energy analyzer 이용, ion current density 측정 시 사용한 플라즈마 공통 조건

은 500 WS, 150 WB, Ar 200 sccm, 기판 온도 30 ˚C 임.) 그림 4.5.4.5로부터 압력 감

소에 따라 ion current density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압력에 의한 ion 

current density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압력 감소에 따른 

플라즈마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는 플라즈마 밀도의 감소, 전자 온도의 증가, 플

라즈마 전위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46]. Sheath를 통과하여 wafer 표면에 도

달하는 이온에 의한 ion current density(Ji)는 아래 식 (4.5.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i2M
   ,


 nqJ i                  (4.5.4.1) 

위 식 (4.5.4.1)에서 n은 플라즈마 밀도,  는 ion의 이동 속도, 는 플라즈마 

전위의 변동이다. 압력 감소에 따라 플라즈마 밀도 n은 감소하므로 이에 의하

면 이온 전류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현재 다루고 있는 압력이 collision less 영

역에 가깝지만, sheath를 통과하면서 탄성 충돌이나 전하 교환 충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압력이 증가하면, 이러한 충돌이 많아져서 플라즈마 전위는 낮아지

고, 즉 속도는 감소한다. 반면에 저압에서는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어 속도는 증

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이온 전류 밀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온 전류 증감의 요인이 둘 다 있지만, 본 실험의 경우는 압력 변화에 따른 밀

도 변화대비 이온의 속도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압력 감소

에 따라 ion current density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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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4.5.4.6으로부터, 평균 이온 에너지가 압력 저하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압력 저하에 따라 mean free path의 증가로 탄성 충돌이 

감소할 것이므로, 충돌로 인한 energy loss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에너

지를 가진 이온이 압력이 낮은 조건에서 보다 많이 검출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silicon etch rate도 압력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3 mT에서

는 약간 감소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4.5.4.3)  이는 3 mT 와 같이 매우 낮은 압

력에서는 많은 ion의 도달로 인해 먼저 도달한 ion의 charge up 효과에 의해

sidewall로 deflect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bowing profile이 얻어짐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profile과 lag 측면에서 5 mT 의 압력이 실제 process에 적

절한 압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림 4.5.4.5 Ion Energy Analyzer로 측정한 압력에 따른 이온 전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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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6 압력에 따른 이온 에너지 분포 

 

 

  4.5.5 Bias Power의 영향 

 

본 절에서는 wafer 가 놓이는 기판에 인가되는 bias power가 RIE la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머지 식각 조건들은 기본 조건으로 고정하고, 

bias power값을 50, 100, 150, 250, 350, 500 W로 변경하였을 때, trench width 40 nm인 

패턴의 vertical SEM profile은 그림 4.5.5.1과 같다. (150 W의 경우는 120초, 나머

지 조건은 110초 식각) 50 W 조건의 경우는 etch depth가 매우 낮고, power 증가

에 따라 vertical profile로 개선되지만, 250 W에서 bowing이 보이다가 350 W 이상

에서는 profile 휨 (tilting)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4.5.5.2의 bias power 값에 따

른 normalized etch depth의 변화 그래프를 보면, bias power 증가에 따라 widt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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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1 Bias Power 변화에 따른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식각 후 Profile. 

공통 식각 조건; 5 mT, 500 WS, HBr 200 sccm, O2 2 sccm, 30 ˚C, 110초 식각 (150 W 

조건만 120초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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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2 Bias Power 및 Trench width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 

 

 

그림 4.5.5.3 Bias Power에 따른 RIE Lag 및 Silicon etch rat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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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tch depth 차이가 감소하지만, 350 W 이상의 high power에서 오히려 차이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RIE lag 값으로 표현하면, 그림 4.5.5.3과 같이 lag

가 150 ~ 250 W에서 가장 좋은 값을 가지고, low power나 high power에서 lag가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Silicon etch rate (trench width 40 nm의 식각률)은 bias 

power의 증가에 따라 식각률이 증가하지만, 350 W 이후 거의 saturation 되었음

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RIE lag도 350 W 이상의 power 에서는 증가에 따라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Bias power 에 따라 차이가 나는 RIE lag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살

펴보고자 한다. 4.5.4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width가 좁은 패턴에서의 etch rate 감

소는, etch 할 수 있는 라디칼이나 ion의 주입이 넓은 패턴보다 어려워져서 나타

난다. 따라서, ion이 원활하게 좁은 패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ion 

energy를 크게 하여 주거나, ion flux (혹은 ion current density)를 증가시키는 것이

다. Bias power가 증가되면, self-DC bias의 값이 증가하며, 따라서 기판으로 향하

는 ion이 가속되면서 입사하는 ion의 에너지가 증가한다[49]. 이에 따라 패턴 아

래로 도달하는 ion flux도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RIE lag 가 개선된 것으로 생각

된다[73].  

그림 4.5.5.4와 그림 4.5.5.5는 Bias power 값에 따른 ion energy 분포 및 ion 

current density 값의 변화를 ion energy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Ion 

energy analyzer의 측정 시 사용한 공통 조건은 5 mT, 500 WS, Ar 200 sccm, 30 ˚C 

이다. 그림 4.5.5.4로부터 bias power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

는 이온의 분포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좁고 깊은 aspect ratio가 

큰 패턴을 식각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5.5.5로부터 

bias power가 증가함에 따라 ion current density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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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4 Ion Energy Analyzer로 측정한 Bias Power에 따른 이온 에너지 분포 

 

 

그림 4.5.5.5 Bias Power에 따른 이온 전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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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power 증가에 따라 평균 이온 에너지의 증가 및 ion current density의 증가로 

인해 RIE lag가 개선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bias power 증가에 따른 

lag 개선에 대한 연구는 Contact pattern에서 보고된 바가 있다[72]. 

이처럼 bias power를 증가시켜서 high energy ion의 많은 생성과 ion flux의 증가

는 RIE lag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나, 계속 power를 증가시킬수록 개선되는 것

이 아니다. 즉, 250 W 이상의 high power 영역에서 RIE lag가 오히려 power 증가

에 따라 심화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과잉의 positive ion 주입에 따른 ion의 

charge up에 의해서, 더 이상 패턴 바닥으로의 ion 도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Imai는 Contact 패턴 식각의 연구에서 bias power 증가 시 RIE lag가 심

화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74]. 그에 의하면, positive ion이 이미 식각된 패턴의 

표면에 charge up 되어 있고, 절연체 특성으로 인해 charge relaxation이 일어나기 

어렵고, 계속 주입되는 positive ion은 밀쳐지기 때문에 lag가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power 증가에 따른 lag의 증가를 설명하였다. 그림 4.5.5.6은 high power 

영역에서의 식각시 주입되는 positive ion의 운동을 보여주는 그림이다[74]. 바닥

에 도달하는 ion은 점점 약해지거나, 바닥으로 도달하기 전에 sidewall 방향으로 

편향(deflection)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본 실험의 경우, 도전체인 silicon 식각

을 다루고 있으나, 절연체 식각의 경우에서 나타난 charging up에 의한 ion 

defelction 현상을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mask인 Si3N4는 절연체이므로, 등방

성 운동의 특징을 가진 electron은 패턴의 top 부분에 위치한 mask에 대부분 포

획되고, ion만이 silicon 패턴에 주입된다. 그리고,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낮은 

mask layer에 쌓인 electron은 silicon으로 확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charge 

separation이 발생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high power 영역에서

는 많은 량의 ion이 패턴으로 주입된다. 따라서, 패턴에는 positive ion이 계속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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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고, charge up에 의해 ion은 deflect되어 패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lag 

는 심화되는 것이다. 그림 4.5.5.1의 vertical SEM image에서 high power 인 350 W, 

500 W의 경우, trench pattern이 tilting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charge up 

현상에 의한 편향된 ion의 주입으로 인해 발생한 profile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

서 살펴본 silicon etch rate이 350 W 이상에서 계속 증가하지 않고 saturation 된 

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High power 영역에서 발생한 RIE lag는 charge up 현상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되며, 이는 charge up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펄스 플라즈마를 도입하

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4.6절에서, high power 영역에서 RIE lag를 개선하기 

위해 펄스 플라즈마를 도입하여 실험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5.5.6 High Power 영역에서 Positive Ion의 charge up 현상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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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Source Power의 영향 

 

본 절에서는 source power가 RIE la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머지 식각 조건들은 기본 조건으로 고정하고, source power값을 350, 500, 650, 

800 W로 변경하였을 때, trench width 40 nm인 패턴의 vertical SEM profile은 그림 

4.5.6.1과 같다. (150 W의 경우는 120초, 나머지 조건은 110초 식각)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source power에 따라 profile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림 4.5.6.2는 

source power 값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의 변화 그래프이며, source power 증

가에 따라 width에 따른 etch depth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지만, 변화가 크지 않

다. 이를 RIE lag 값으로 표현하면, 그림 4.5.6.3과 같다. Lag는 source power 가 

낮을 때 좋은 경향이지만, 전반적으로 power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source power는 lag에 영향이 거의 없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source power 

는 식각률과 관련이 크며, 그림 4.5.6.3으로부터, source power 증가에 따라 식각

률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6.4는 Langmuir Probe로 측정한 플라즈마 밀도의 결과이며,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source power 증가에 따라 플라즈마 밀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4.5.6.5는 source power에 따른 이온 전류 밀도의 변화 

그래프이다. Source power 증가에 따라 이온 전류 밀도도 증가한다. 즉, source 

power 증가에 따라 플라즈마 밀도 및 ion current density 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

었다. 실험에서 사용한 압력의 영역인 20mT 이하의 저압 플라즈마의 경우, 충

돌이 없다고 가정하여, 이온 전류 밀도는 Child-Langmuir law를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12, 49]. 즉, 아래 식 (4.5.6)에 의하면, 플라즈마 밀도 변화에 의한 이온 

전류 밀도의 변화 관계식을 얻는다[1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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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1 Source Power 변화에 따른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식각 후 Profile. 

공통 식각 조건; 5 mT, 150 WB, HBr 200 sccm, O2 2 sccm, 30 ˚C, 110초 식각 (500 Ws 

조건만 120초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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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iJ 는 이온 전류 밀도, 0 는 자유 공간의 유전율, s는 sheath 두께, 

sV 는 sheath의 DC potential, 0n 는 벌크 플라즈마 밀도, Bu 는 Bohm 속도

( ieBB mTku / )이다.  

식 (4.5.6)에서 볼 수 있듯이, 밀도 증가에 따라 이온 전류 밀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고, source power 증가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온 전류 밀도

의 증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High power의 경우, 플라즈마 밀도 및 ion 

current density 둘 다 높으므로, aspect ratio에 관계없이 식각률은 전반적으로 증가

한다. 하지만, 그림 4.5.6.6의 이온 에너지 분포 그래프를 보면, Source Power 증

가에 따라 평균 ion energy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밀도 증가에 따

라 sheath에서의 이온의 충돌의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energy를 잃은 것으로 생

각된다. 앞서 4.5.4절과 4.5.5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온이 

aspect ratio가 큰 패턴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한 조건에서 RIE lag는 개선된다. 

따라서, source Power의 증가의 경우엔 ion current density는 증가하였지만, 평균 

ion energy는 낮으므로, lag는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Lag 측면에서

는 낮은 source power가 유리하지만, 식각률이 매우 감소하고, 그에 비해 lag가 

많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기본 조건인 500 W 정도의 power가 사용하기에 적절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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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2 Source Power 및 Trench width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 

 

그림 4.5.6.3 Source Power에 따른 RIE Lag 및 Silicon etc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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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4 Source Power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그림 4.5.6.5 Source Power에 따른 이온 전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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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6 Source Power에 따른 이온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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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Pulsed Plasma를 이용한 RIE Lag 개선 

 

본 절에서는 펄스 플라즈마를 적용하여 RIE lag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펄스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에 관한 연구는 silicon etch시 notch 

profile 개선 및 plasma damage로 인한 gate oxide 파괴 등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으나[75 - 77], RIE lag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4.5.4절에서 high bias power 인가 시 bias power 증가에 따라 RIE lag가 나빠지

는 결과를 얻었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positive ion의 과잉 공급에 따른 charge-

up 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positive charge 를 

완화시키기 위해 펄스 플라즈마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lag가 좋지 않았던 Bias power 500 W 조건에 펄스 플라즈마 (Bias power의 

펄스)를 적용하여 lag를 개선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펄스 플라즈마에서 사용된 플라즈마 조건은 5 mT, 500 WS, 500 WB, HBr 200 

sccm, O2 2 sccm, 기판 온도 30 ˚C 의 조건으로 Bias power에 펄스를 인가하여 

110 초 식각 하였다. 먼저, duty ratio를 50 %로 고정하고, 펄스의 주파수를 100, 

1k, 10k, 100k Hz로 변경한 주파수 의존성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그림 4.6.1은 펄

스 주파수에 따른 trench width 40 nm인 패턴의 vertical SEM profile의 결과이다. 

비교를 위하여 continuous plasma를 사용한 동일한 조건의 SEM image를 함께 나

열하였다. 펄스를 적용한 경우, 주파수에 관계없이 profile 휨 현상이 개선되었

음을 볼 수 있으며, taper 없이 매우 vertical한 profile을 보여준다. 특히, 패턴 아

래쪽의 profile도 flat하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고온의 기판 온도

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던 점이다. 그림 4.6.2는 펄스 주파수 값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의 변화 그래프이며, 주파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width에 따른 etch depth 차이가 펄스 적용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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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펄스 주파수에 따른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식각 후 Profile. 공통 

식각 조건; 5 mT, 500 WS, 500 WB, HBr 200 sccm, O2 2 sccm, 30 ˚C, 110초 식각, Bias 

power 펄스, duty ratio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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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펄스 주파수 및 Trench width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 

 

그림 4.6.3 펄스 주파수에 따른 RIE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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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W.는 continuous plasma의 조건을 가리킴.) 그림 4.6.3은 주파수에 따른 

RIE lag 값을 보여준다. RIE lag는 펄스 적용에 따라 현격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10 kHz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주파수에 따른 큰 차이는 없

다.  

이번엔, 펄스의 주파수를 10 kHz로 고정하고 duty ratio 변경을 하였다. 25 %, 

50 %, 75 % 의 duty ratio의 변경을 주었고, 플라즈마 조건은 주파수 변화 조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4.6.4는 펄스의 duty ratio에 따른 trench width 

40 nm인 패턴의 vertical SEM profile의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비교를 위하여 

continuous plasma를 사용한 동일한 조건의 SEM image를 함께 나열하였다. Duty 

ratio 25 %와 50 %의 경우에, continuous plasma에서 나타났던 휨 profile이 개선되

었으나, 75 %의 경우에 휨 profile이 여전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4.6.5는 

펄스의 duty ratio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의 변화 그래프이며, duty ratio가 감

소할 수록 trench width에 따른 etch depth 차이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6.6은 duty ratio에 따른 RIE lag trend 및 silicon etch rate을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

다. Duty ratio 감소에 따라 RIE lag가 현격히 개선됨을 알 수 있고, 반면에 etch 

rate은 감소되었다. 하지만, duty ratio 25 %의 경우, etch rate 은 continuous plasma 

대비 30 % 정도 감소하여 감소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아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duty ratio 75 %는 profile이나 lag의 결과로 볼 때, 펄스 플라

즈마 적용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bias power의 펄스 플라즈마에 의해 profile 개선과 RIE lag 개선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High bias 

power 플라즈마에서는 positive ion들의 과잉 공급에 의해 aspect ratio가 큰 패턴

에서 charge up이 생겨 lag가 나빠지는 것을 4.5.5절에서 확인하였었다.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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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펄스 duty ratio에 따른 trench width 40 nm pattern의 식각 후 Profile. 공

통 식각 조건; 5 mT, 500 WS, 500 WB, HBr 200 sccm, O2 2 sccm, 30 ˚C, 110초 식각, 

Bias power 펄스, 펄스 주파수 1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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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펄스 플라즈마의 duty ratio및 Trench width에 따른 normalized etch depth 

 

그림 4.6.6 펄스 플라즈마의 duty ratio에 따른 RIE Lag 및 Silicon etc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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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를 사용하면, negative ion들이 생성되고 이에 의해 positive ion 쌓임에 

의한 charge up을 완화(relaxation) 시킬 수 있음으로, lag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Negative ion은 펄스 플라즈마의 power off time 동안 생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77, 78]. 통상의 식각 실험에서 사용하는 low pressure, continuous plasma에서

는 electron의 밀도 대비 negative ion의 밀도 비, 즉, n-/ne 가 1 보다 매우 작은 

값이다. 이것은 매우 전기음성도가 높은 할로겐 gas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렇다

[79]. Ashida 와 Lieberman은 Cl2 plasma에 대해, 펄스 modulation시 positive ion, 

negative ion, electron, neutral 등의 particle에 대한 global modeling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negative ion은 그림 4.6.7과 같이 dissociative attachment와 ion pair 

process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나, 식각 플라즈마의 영역이 0.05 ~ 5 eV의 영역에 

있으므로, 대부분 dissociative attachment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 4.6.7 전자 온도에 따라 음이온이 형성되는 비율 비교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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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negative ion은 통상의 continuous plasma에서는 positive space charge 

potential 에 갇혀서 식각하는데 기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sheath potential

이 매우 작게 되고, 전자 온도가 매우 낮게 되는 순간, negative ion은 sheath 

potential을 뚫고 나올 수 있게 된다[79]. 이러한, 충분히 낮은 전자 온도는 낮은 

주파수 (수 kHz ~ 수십 kHz)를 사용하는 펄스 플라즈마를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다[77]. Ahn 등은 ICP etcher를 사용하고 Cl2 펄

스 플라즈마 (Bias power 펄스, 10 kHz, duty ratio 50 %)를 이용한 연구에서, 펄스 

off time 동안, 전자 온도 (Te)와 전자 밀도 (Ne)는 감소하고, 반면에 음이온은 증

가하였음을 보였다[77]. 그들은 laser induced photo detachment 방법을 사용하여, 

펄스 off time 동안의 음이온의 밀도를 측정하였는데, 그림 4.6.8과 같다[77].  

 

그림 4.6.8 펄스 power off후, 시간에 따른 음이온 밀도(n-) (closed circle; plasma 

oscillation 방법으로 측정, open circle; Langmuir probe로 측정)및 negative charge중 

음이온이 차지하는 비율(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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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경우, Power off 후 25 µs가 경과하여 음이온 밀도가 최대에 도달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자 온도가 떨어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issociation process에 의해 음이온이 형성되므로, power off 시간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음이온이 실제로 검출되는 것이다. 또한, 25 µs 이후에 밀도

가 다소 감소하는 것은 전자가 있어야 음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전자가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소 음이온의 밀도도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 펄스 실험

의 경우, 식각 gas인 HBr과 O2로부터, Br과 O 의 음이온이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두 원소는 전자 친화도(electron affinity)가 각각 3.36[80] 및 1.46[81]

으로 전자 친화도가 높은 원소이다. 따라서, 다음의 dissociation process에 의해 

음이온이 생성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OOeO  
2                     (4.6.1) 

HBreHBr  
               (4.6.2) 

 

그러므로, 펄스 플라즈마를 적용함으로써, power off time 동안 음이온이 형성되

어 power on time 동안에 생성되어 있는 양이온에 의한 charge up을 중성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온 주입이 패턴 아래로 주입될 수 있다. 따라서, RIE lag

가 개선되고, profile의 휨 현상도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펄스 주파수와 duty ratio에 따른 lag 개선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

데,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Ashida와 Lieberman의 global modeling [79]

에 의하면, 펄스 플라즈마에서 음이온의 밀도와 음이온의 플럭스는 펄스 플라

즈마 주파수와 duty ratio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4.6.9와 4.6.10은 그들이 

제시한, Cl2 펄스 플라즈마의 경우, 펄스 주파수와 duty ratio에 따른 음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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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펄스 주파수 및 duty ratio에 따른 음이온의 밀도 [79] 

 

 

그림 4.6.10 펄스 주파수 및 duty ratio에 따른 음이온 플럭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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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와 음이온 플럭스의 변화의 예이다[79].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음이온 밀

도 및 플럭스는 수 kHz ~ 수 십kHz의 주파수 영역에서 최고의 밀도와 플럭스

를 가지고 있으며, duty ratio가 작을 때 밀도 및 플럭스가 증가한다. 그리고, 주

파수에 의한 밀도나 플럭스 변화보다 duty ratio에 의한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실험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내용이다. 즉, 우리 실험의 경우

에도 주파수 효과 보다는 duty ratio에 의한 lag 개선의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났

다. 그림 4.6.10으로부터, 펄스 주파수가 큰 경우 (즉, period가 짧은 경우), 음이

온 플럭스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power off time이 매우 짧기 때

문에 음이온이 sheath voltage를 무너뜨리고 bulk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

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100 kHz 의 펄스 주파수에서 lag값이 다소 증가되

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펄스 주파수가 큰 경우, 음이온 생성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charge relaxation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00 kHz, duty ratio 50 %인 실험 조건의 경우, power off 시간이 5 µs 정도

로 매우 짧은 시간이다. 

또한, duty ratio가 큰 경우에, 양이온의 charging을 완화시키기에는 매우 긴 시

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실험에서 duty ratio가 큰 75 %의 경우엔 

lag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결과를 얻었었다. 가령, 실험의 조건인 펄스 주파수 

10 kHz, duty ratio 75 %의 경우, power off time이 25 µs인데, 이 시간 동안에 음이온

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펄스 플라즈마의 경우, power off 시간 동안에 negative ion

이 생성되고, 이에 의해 positive ion의 charge up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RIE lag 

의 개선이 가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펄스 적용 시 감소하는 식각률의 

정도는 duty ratio 만큼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펄스에 의해 positive ion은 감소

하지만, 생성된 negative ion에 의해 식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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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또한, 펄스 플라즈마에 의하여, RIE lag 뿐만 아니라 패턴 바닥 profile도 개

선된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은 높은 bias power의 경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

온의 공급이 가능하고, 펄스 적용 시 surface charging을 조절함으로써 aspect ratio

가 큰 패턴까지 고 에너지 이온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7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나노급 실리콘 트렌치 패턴의 RIE Lag 특성을 ICP etcher에서

HBr/O2 plasma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논하였다. O2 및 HBr 가스 유량, 기판 

온도, chamber의 압력, bias power, source power등의 식각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RIE lag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파라미터가 lag 조절에 중요한 인자인지 알

아내고, 각 파라미터 별 lag가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O2 가스 유량, 

압력 및 source power의 감소에 따라 lag는 개선이 되었고, HBr 가스 유량 및 기

판 온도의 증가에 따라 lag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HBr 가스 유량 및 source 

power의 효과는 거의 미미하였다.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기판 온도였으며, 60 

˚C 에서 lag가 거의 없는 1.4 %라는 RIE lag가 거의 없는 매우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기판 온도는 선택비나 profile 조절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파라미

터였으나, 나노급 디바이스에서는 lag 조절에 매우 중요한 인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고온의 기판온도의 경우에도 trench bottom profile 조절에는 한계

가 있었다. 

O2 가스 유량 및 기판 온도 조절이 lag에 치명적인 것은 silicon 표면의 산화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 표면 산화가 심화될수록 silicon의 식각률 감소 및 

positive ion의 charge up 현상이 커져서 lag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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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각 조건에 따른 표면 산화 현상은 actinometrical OES tool을 사용한 

Br/O 라디칼의 비 비교와 XPS tool을 사용한 표면 성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즉, O2 유량이 적은 조건 및 고온의 기판 온도에서는 표면 산화가 

억제되어 charge up 현상이 저하되어 lag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압력의 경우는 저압에서 lag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압력 감소 시 플라

즈마 밀도는 감소하지만, ion energy 및 이온 전류 밀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한편, bias power의 경우는 150 W ~ 250 W에서 가장 좋은 lag 값을 나타내었다. 

Bias power 증가에 따라 self-DC Bias의 증가로 인하여 입사하는 ion energy및 ion 

current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좁은 패턴에서의 식각률이 증가되어 lag가 개

선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큰 bias power의 경우엔 lag가 

오히려 나빠졌으며, 이는 과잉 positive ion 공급에 따른 silicon 표면의 charge up 

현상에 의한 ion deflection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high 

power 조건의 경우, 펄스 적용 시 개선된 lag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펄스 플

라즈마의 경우, power off 시간 동안, negative ion의 생성이 가능하여 이에 의한 

positive ion의 전하 중성화(neutralization)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되었

다. 또한, 펄스에서 lag의 개선 효과는 duty ratio 감소 시 매우 컸으며, 수십 kHz 

영역의 주파수 사용시 주파수 의존도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rench profile 조절 측면에서는, 입사되는 ion energy와 과도한 positive ion 

공급에 따른 charging을 완화시켜주는 negative ion 공급의 역할이 중요한 인자였

다. 즉, high bias power를 사용한 펄스 플라즈마의 경우 매우 개선된 profile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높은 bias power의 경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온의 

공급이 가능하고, 펄스 적용 시 surface charging을 조절함으로써 aspect ratio가 큰 

패턴까지 고 에너지 이온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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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나노 디바이스 식각 공정에 있어서 중요성이 부각되

어가고 있는 RIE lag 현상에 대한 실험과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

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로써, lag와 관련이 있는 식각 파라미

터로 기판 온도가 나노급 패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lag의 원인이 surface charging이며, 이는 절연체가 아닌 도전체 물질의 식

각에 있어서도 aspect ratio가 커짐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aspect ratio가 큰 패턴에서 vertical 식각 profile을 얻기 위해서는 고 에너

지를 가진 이온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high bias power의 펄스 플라

즈마가 해결책이며, 결과적으로 lag 개선(lag 3 %) 및 양호한 profile을 동시에 얻

을 수 있었다.  

한편, trench width 40 nm에서 급격히 silicon 식각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이로써, 이후 20, 30 nm급에서는 lag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현재 실험한 기판 온도보다 더 높은 기판 온도와 펄

스 플라즈마를 활용하여 이를 완화시키는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펄스 플라즈마 적용 시 음이온의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하

였는데, 향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각 펄스 조건에 대하여 음이

온을 직접 측정하여 lag의 결과와 비교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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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EUVL(Extreme Ultra Violet Lithography) 

Mask 제작을 위한 TaN 흡수체의 건식 식각 특성 

 

5.1 EUVL 광학계와 마스크 구조 

 

광학계는 성능에 의해 리소그래피 장비의 해상력이 좌우되며, 리소그래피 장

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핵심부분이다. 수은등의 i-line, g-line 그리고 

KrF와 ArF 엑시머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장비는 대부분 렌

즈계를 광학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EUVL은 13.5 nm 파장의 극자외선을 광원

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 영역의 빛은 공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질에 의해 

흡수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렌즈를 사용한 굴절 광학계 혹은 투과형 광학계

를 EUV 리소그래피용 광학계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입된 것이 반사경

으로 구성된 광학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스크 또한 반사형의 마스크로 구성

되어야 한다. 그림 5.1.1은 EUVL의 광학계에 대한 개념도 이다[22].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레이저 source에서 발생된 EUV는 condenser lens에 의해 집속되고 정

렬되게 되며, 반사형 마스크 상의 흡수체 패턴을 거치고 난 후 projection 광학

계를 통과하여 wafer 상에 축소 투영하게 된다. Projection 광학계는 4개 이상의 

반사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축소 투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mirror 

의 EUV 반사 다층막 및 마스크 상의 EUV 반사 다층막의 EUV 반사율은 최종

적으로 wafer에 도달하는 EUV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인자이다[22].  

다음으로 EUVL 마스크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5.1.2는 EUVL 마스크

의 단면 개념도이다[82]. 기판은 EUV 쪼임에 의한 열적 팽창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패턴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LTEM (Low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Material)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기판상에 EUV 를 반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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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EUVL 광학계의 개념도[22] 

 

반사 다층막이 형성되어 있다. 반사 다층막은 molybdenum (Mo)과 Silicon layer가 

nanometer 두께로 반복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반사 다층막 

위에 EUV를 흡수할 수 있는 중금속 물질의 흡수체가 형성되어 있다. 흡수체 

층에 의한 EUV를 흡수함으로써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흡

수체 물질은 wafer 상에서 음영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

을 사용하게 된다[22]. 그리고, 흡수체 하부와 반사 다층막 사이에는 Buffer layer

와 Capping layer가 놓이게 된다. Buffer layer는 말 그대로, 흡수체 식각 시 반사 

다층막의 손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막질이다. Capping layer는 반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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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막의 capping layer로써 다층막의 diffuse를 막는 목적으로 쓰이는 layer이다. 하

지만, Buffer layer가 기본적인 반사 다층막 보호의 목적 외에 반사 다층막의 

Capping layer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막질이 있다면 그 막질을 선호하게 되

며, 이 경우에 capping layer는 skip 한 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5.1.2는 

Capping layer가 별도로 있는 구조의 마스크의 경우이다. 본 연구는 흡수체 식각

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EUVL Mask의 흡수체 물질과 이의 하부에 위치한 EUVL 반사 다층막의 손상 

방지의 목적인 Buffer layer에 대한 물질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표 5.1.1과 같다.    

 

 

그림 5.1.2 EUVL Mask의 단면 개념도 [82] 

 

표 5.1과 같은 까다로운 전제 조건하에서 TaN, Cr, W, Au, Al 등의 다수의 물질

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었으며, 현재는 TaN이나 Cr이 중요한 후보 물질로 여

겨지고 있다[22]. Buffer layer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pping layer의 역

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layer를 보다 선호하는 편이며, SiO2, SiON, Ru 등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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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유력한 후보 물질로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 물

질로 여겨지고 있는 TaN을 흡수체로 선택하고, Buffer layer로는 Ru layer를 선택

한 Mask 구조에 대해 TaN 식각에 관해 연구하였다. 흡수체인 TaN 식각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부 layer인 Ru에 대한 선택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23]. 선택비가 높아야 반사 다층막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etch에 의해 EUV에 대한 반사 다층막의 반사율이 저하되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2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TaN 식각 조

건에 관해 평가하였다. 

 

표 5.1 흡수체 및 Buffer layer 의 물성 요구 조건표 [22] 

 

흡수체 물질의 요구 조건 Buffer layer의 요구 조건 

- 높은 EUV light 흡수도 

- Radiation과 화학적인 안정성 

- 세정 공정 compatibility (무결함) 

- EUV 반사막과의 높은 inspection 

contrast 

- Buffer layer에 대한 고 선택적 식각 특

성 

- 높은 복사율(emissivity) 

- 낮은 잔류 응력과 좋은 두께 균일도 

- 낮은 EUV 흡수도 

- FIB 수정 공정에서 낮은 ion sputtering 

yield 

- 흡수체 층과 높은 명암대조비 

- 세정 공정 compatibility와 낮은 결함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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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aN 식각에 대한 선행 연구 

 

Mask 식각은 TaN 식각을 의미하며 하부에 Ru이 증착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식각이다. 기존의 TaN 식각에 관한 연구는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83, 

84] 및 ECR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85] 식각 장치를 이용하고, Cl2 가스나 

BCl3 가스를 주로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23, 83, 86]. 이러한 종래의 TaN에 관

한 식각은 주로 high-k를 사용하는 Gate 구조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이어서, TaN 

하부는 Oxide가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85][87]. 따라서, Oxide

에 대한 선택비를 고려하여 Oxide에 대한 선택비가 일반적으로 낮은 Fluorine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Fluorine 계열의 가스를 사용하

여 TaN 식각을 선행 연구한 결과는 매우 드물다[8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aN 하부에 Ru이 있기 때문에 하부에 oxide가 있는 

gate 구조와 다르므로 fluorine gas를 식각 가스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fluorine 및 chlorine gas로 TaN 식각 시 각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byproduct

는 대표적으로 TaF5와 TaCl5인데, 표 5.2와 같이 TaF5가 TaCl5 대비 낮은 끓는 

점[89]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luorine gas 가 더 높은 식각률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CF4나 SF6와 같은 fluorine gas는 Cl2 gas보다 독성이 없는 

가스라 환경 안전 측면에서 다루기 쉬운 면이 있으며, Cl2는 부식성이 강하여 

식각 후 부식성 residue를 제거해야 하는 공정 step이 반드시 필요한데, fluorine 

gas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으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fluorine gas 위주로 TaN 건식 식각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EUV mask 에서 반사율이 좋아야 한다고는 하나 mask 식각 후 반사율을 

비교 평가한 예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EUV mask stack과 동일한 다층 반사막

을 가진 시료를 사용하여 식각 후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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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TaN 식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식각 부산물의 끓는 점 및 녹는 점[89] 

Byproducts Boiling point [˚C] Melting Point [˚C] 

TaF5  229.5 96.8 

TaCl5 242 216 

 

 

5.3 Mask Etch 평가용 시료 준비 및 실험 방법 

 

TaN과 Ru의 식각 특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TaN과 Ru을 각각 

증착한 별도의 시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adhesion을 고려하여 Si wafer 위에 100 

nm 의 TEOS 막질을 증착 한 후 TaN 을 100 nm 두께로 증착한 wafer와 100 nm

의 TEOS 막질 위에 Ru 80 nm 를 증착한 시료를 각각 준비하였다. TaN 과 Ru 

증착은 RF sputtering 방법으로 증착하였다. 또한, 식각 후의 EUV 반사율을 평가

하기 위해서, 별도의 EUV mask stack을 가지는 wafer를 준비하였다. 그림 5.3.1은 

EUV 반사율을 평가하기 위한 시료의 단면 구조이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90 nm 의 TaN 박막과 하부에 2 nm의 매우 얇은 Ru 박막, 그리고 그 밑에는 Si 

4 nm와 Mo 3 nm의 mirror layer가 반복으로 증착된 40층의 다층 반사막을 형성한 

구조로 되어 있다. 매우 얇은 두께의 Ru을 사용하기 때문에 Ru에 대한 매우 좋

은 선택비가 요구된다. 가령, over etch 50%를 가정할 경우, Ru에 대한 TaN 식각 

선택비는 25 이상이 필요하다. 

식각 장치는 2장에 소개한 CCP type의 RIE reactor Oxford 80 Plus를 사용하였다. 

식각 장치는 조각 시편의 실험이 가능한 설비이어서, whole wafer에서 시료를 2

×2 cm
2
 의 조각 시편으로 cutting하여 식각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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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반사율 측정에 사용할 EUV Mask 시료의 단면도의 개략도 

 

금속인 TaN과 Ru의 두께 측정은 ellipsometer 와 같은 tool로 측정할 수 없으

므로, cross-sectional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의 단면 촬영으로 etch전 

두께를 측정하고, 이때, 4-point probe로 저항을 측정하여 두 data를 비교하여 두

께를 환산하였다. 4-point probe에 의한 면 저항 값 측정에 의한 금속의 두께 환

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금속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이다. 4-point probe에 의한 금속의 두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저항 값

을 알고 있다면, 금속의 두께는 아래 (5.3.1)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금속의 두께 (cm) = 비 저항값(ohm∙cm) / 면 저항값 (ohm/sq)     (5.3.1)  

 

면 저항값 (ohm/sq) × 금속의 두께(cm) = 비 저항값(ohm∙cm)     (5.3.2) 

 

그러나, 순수 금속이 아닌 경우, 비 저항값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식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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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금속의 두께를 알고 있다면 역으로 비 저항값을 환산할 수 있다. 즉, 

TaN의 식각 전 두께를 SEM으로 측정하고 이때의 면 저항 값을 측정하여 비 

저항값을 알아낸 후, 식각 후의 두께 측정은 식 (5.3.1)에 의해 남은 두께를 측

정할 수 있다. Ru의 경우는 비 저항값이 알려져 있으나, 시료 증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서 Ru의 경우도 SEM 측정으로부터 비 저항값을 환산한 후 식 

(5.3.1)에 의해 식각 후의 두께를 환산하였다. 이와 같은 4-point probe에 의한 측

정을 사용한 이유는, SEM 측정이 번거러운 점도 있으나, 그보다는 미세한 막의 

두께 차이를 SEM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4-point probe에 의한 저항 측정 

후 두께를 환산하는 방법이 식각 조건 별 막의 두께에 대한 변별도가 좋기 때

문이다. 실험에 사용된 SEM은 Hitachi S-4800 이며, 4-point probe는 FRP-5000 

probe system (그림 5.3.2 참조)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etch 조건에 따른 TaN의 식

각률과 Ru에 대한 선택비는 SEM과 4-point probe에 의해 구하였다.  

 

 

그림 5.3.2 실험에서 사용한 4-point probe의 외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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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에 의한 etch후 표면 상태에 대한 평가는 그림 5.3.1에 소개한 EUV mask 

stack 구조의 시료로 하였다. AFM (Atomic Force Measurement) system (JEOL JSPM-

5200, Tokyo, Japan)을 통하여 표면의 거칠기를 관찰하였고,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system (Thermo VG Sigma Probe, St. Loius, Mo, USA)으로 

식각 후 표면 성분을 분석하여 식각 mechanism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

제 EUV Mask 구조의 시료의 경우, Ru의 두께가 2 nm로 매우 얇기 때문에, SEM

으로 식별이 쉽지 않으므로, XPS에 의한 성분 분석을 통해 식각 후 Ru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식각 후 Mirror에 대한 반사도 측정은 포항 가속

기 연구소 (PAL: Pohang Acceleration Laboratory)에 설치되어있는 Synchrotron 

Storage ring에 장착되어 있는 EUV CSM/ICS (Coherent Scattering Microscopy/In-situ 

Contamination System)를 이용하였다. X-ray CCD camera를 통해 EUV 빛을 mirror 

sample에 비추어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intensity및 회절 무늬를 reference mirror

의 결과와 비교 평가하였다. EUV CSM/ICS의 장치의 실제 모습은 그림 5.3.3과 

같고, 그림 5.3.4는 X-ray CCD Camera의 위치 및 시료 장착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X-ray PD (Photo Diode) 장치를 볼 수 있으며, photo diode를 통한 

current를 측정하여 비교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X-ray CCD Camera에 의

한 측정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론, 정확한 반사도 값

은 Reflectometer를 가지고 13 nm 주변 (12.5 ~14 nm) 정도의 빛에 대한 반사도 

곡선을 얻어야 하지만, 측정의 목적인 식각에 의한 반사도의 저하를 판단하기

에는 reference mirror 와의 상대적인 값 비교로도 충분하다. Reference mirror는 

Fraunhofer ILT 社에서 제작한 반사 다층막으로만 구성된 mirror 이다. 다음 절부

터는 식각 조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5.4절에서는 할로겐 가스 종류 

및 식각이 가장 잘 되는 SF6/Ar Plasma에서의 공정 parameter 변경에 의한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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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 및 Ru에 대한 선택비에 대한 실험 결과를 5.5절에서는 5.4절의 결과를 실

제 Mask layer에 식각 적용한 후 표면에 대한 AFM및 XPS를 통한 표면 분석, 

5.6절에서는 Mask layer의 식각 후 EUV 반사도 측정 결과를, 그리고 5.7절에서

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3.3 EUV 반사도 측정을 위한 EUV CSM/ICS (Coherent Scattering 

Microscopy/In-situ Contamination System)의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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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EUV 반사도 측정을 위한 EUV CSM/ICS 의 개념도 (Sample 장착 

위치 참조) 

 

 

5.4 TaN 및 Ru 박막의 건식 식각 특성 

 

5.4.1 할로겐 가스 종류에 따른 TaN의 건식 식각률 및 Ru에 대한 선택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식각 요건은 Ru에 대한 식각 선택비가 높아야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Ru 박막에 대한 건식 식각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

다. Ru은 건식 식각 시 RuO4라는 휘발성 물질에 의해 식각이 잘 일어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90, 91]. 따라서, 식각 조건에 O2 가스를 배제하였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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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bombardment 효과를 주고 플라즈마 밀도를 높이는데 응용되는 Ar gas를 공

통의 첨가 가스로 사용하고, 주요 할로겐 식각 가스에 대해 평가하였다. 전체 

가스 100 sccm에 대해 30 %인 30 sccm을 Ar 가스로 인가하고, 주된 할로겐 식각 

가스를 70 %인 70 sccm로 하여 SF6, CF4, Cl2 가스를 각각 인가한 경우에 대해 

동일한 플라즈마 조건에서 TaN 시료와 Ru 시료를 각각 식각하여 조건 별 식각

률을 비교하였다. 이때 압력, RF Power및 식각 time은 모두 동일하게 100 mT, 

150 W로 하여 40초 동안 식각하였다. TaN의 식각률과 Ru에 대한 선택비의 결

과는 그림 5.4.1과 같다. SF6와 CF4와 같은 Fluorine 계열의 가스로 식각한 조건

의 TaN 식각률이 Cl2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N 식각에 대한 선행  

  

그림5.4.1 식각 가스 종류에 따른 TaN 박막의 식각률 및 Ru 박막에 대한 선

택비(공통 식각 조건: 100mT, 150W, Ar 30sccm, total gas 100sccm, 40초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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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Cl2/Ar 가스에 의해서 식각이 일어났던 것과 매우 다른 결과이다[24, 

82, 83].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각 장치가 RIE etcher 이며 선행 연구가 되

었던 ICP나 ECR 대비 플라즈마 밀도가 낮기 때문에 식각률이 낮을 것이며, RF 

power의 값도 매우 작은 값 (150 W)을 인가하였으므로 선행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동일 식각 장치에서 fluorine의 경우 Cl2 가스보다 식각

률이 높게 얻어진 결과는 5.2절에서 예측하였듯이, 식각으로 발생하는 식각 부

산물의 휘발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fluorine과의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대표적 식각 부산물인 TaF5의 끓는 점이 chlorine과의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TaCl5 보다 낮기 때문에, TaF5가 TaCl5보다 휘발성임을 알 수 있다. (표 

5.3참조) 따라서, fluorine 가스에 의한 식각률이 Chlorine 가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Ru 박막의 경우, 모든 식각 가스 조건에 대해 식각이 거의 되지 않았으

며(식각률 < 2 nm/min), 이는 fluorine 및 chlorine 으로 Ru 식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RuF3및 RuCl3의 녹는 점[65]이 표 5.4와 같이 매우 높은 비 휘발성 물

질이므로 식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RuO4의 경우, 매

우 낮은 녹는 점, 끓는 점[65]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O2 gas 

  

표5.4 Ru 식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식각 부산물의 끓는 점 및 녹는 점[65] 

Byproducts Boiling point [˚C] Melting Point [˚C] 

RuF3 -  600 

RuCl3 -  500 

RuO4 4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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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각 가스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Ru 식각을 방지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u 박막에 대한 선택비는 TaN의 식각률의 경향을 따라감으로 선택비도 

fluorine 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SF6/Ar plasma 의 경우, 가장 좋은 

선택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SF6/Ar plasma를 기본 식각 조건으로 하고, RF 

Power, 압력, Gas ratio 등의 변화에 따른 식각 특성을 연구한 결과를 다음 절에

서 살펴 보고자 한다. 

 

5.4.2 SF6/Ar Plasma에서의 TaN 및 Ru 의 건식 식각 특성 

 

본 절에서는 SF6/Ar plasma에서의 TaN 및 Ru 박막의 etch parameter에 의한 식

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4.2.1, 5.4.2.2, 5.4.2.3은 각각 RF Power, 압력, 

SF6 Gas 유량비에 따른 TaN 및 Ru 박막의 식각률과 아울러 Ru 박막에 대한 

TaN 막질의 선택비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 5.4.2.1의 그래프는 압력 100 mT, SF6 

flow rate 50 sccm, Ar flow rate 50 sccm 일때, RF Power에 따른 결과이다. TaN 박막

은 RF Power 증가에 따라 식각률이 급격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RF 

Power 증가에 따라 etchant인 fluorine Self DC bias의 증가로 인하여 이온이 가속

될 것이므로, 이온 에너지의 및 이온 플럭스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Ru의 경우는 RF power 증가에 의해서도 식각률은 2 nm/min 이하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RF 값에 의한 변화가 없다. RF power 값 변화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결과는 Ru 식각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와 동일하다[90]. Ru 식각을 

일으킬 수 있는 oxygen이 없는 상태이므로, 식각이 발생하려면 ion bombardment

에 의한 식각 인데, ion bombardment에 의해서는 식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Ru에 대한 선택비는 RF Power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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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RF Power 200 W에서 TaN etch rate 137 nm/min, 선택비 76 의 고 선택

적 조건을 얻었다. 실험 장비에서는 RF power의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값이 200 

W인데, 더 인가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면, RF power를 증가 시켜줄수록 선

택비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4.2.1 RF Power 변화에 따른 TaN 및 Ru 박막의 etch rate과 Ru 박막에 대

한 TaN의 식각 선택비 (공통 plasma 조건; 100 mT, SF6 gas flow rate 

50 sccm, Ar gas flow rate 50 sccm) 

 

다음으로 압력에 따른 결과를 보자. 그림 5.4.2.2가 결과 그래프이며, RF 

power 150 W, SF6 flow rate 50 sccm, Ar flow rate 50 sccm 일때, 압력 변화에 따른 결

과이다. 압력 증가에 따라 TaN의 식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Ru 박막

은 여전히 압력 변화에 대해서도 거의 식각률에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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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2 Pressure 변화에 따른 TaN 및 Ru 박막의 etch rate과 Ru 박막에 대한 

TaN의 식각 선택비 (공통 plasma 조건; 150 W, SF6 gas flow rate 50 

sccm, Ar gas flow rate 50 sccm) 

 

Pressure 증가에 따라 플라즈마 밀도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TaN 식각에 참여할 수 있는 라디칼 및 이온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Ru에 대한 식각비는 Pressure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5.4.2.3은 전체 가스 유량을 100 sccm으로 고정하고, main etchant인 SF6 

가스 유량의 변화에 따른 식각률 및 선택비 변화에 대한 그래프이다. 즉, 동일

한 plasma 조건(RF power 150 W, Pressure 100 mT, etch time 40초)에서 SF6 가스 유

량 및 Ar 가스의 유량을 변경하였다. SF6 가스의 유량 증가에 따라 TaN etch rate

이 증가하며, 이는 TaN과 식각 반응에 중요한 fuorine 라디칼의 증가에 따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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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Ru의 경우는 fluorine 증가에 의해서도 

반응 변화가 없어, Ru에 대한 선택비는 TaN 식각률이 증가하는 조건인 SF6 가

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F6 가스 유

량비가 90 % 인 조건의 경우, TaN 식각률 132 nm/min, Ru 박막에 대한 선택비 

143의 매우 높은 선택비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Ru 에 대한 고 선택적 TaN 식각 조건은 우선, 식각 가

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식각 가스 중에 O2 가스를 포함

하지 않는 경우엔, 식각 조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도 Ru의 식각 반응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TaN 과 반응하여 휘발성의 식각 부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스의 조합이 고선택적 식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었다.  

  

그림 5.4.2.3 SF6 가스 유량비 변화에 따른 TaN 및 Ru 박막의 etch rate과 Ru 박

막에 대한 TaN의 식각 선택비 (공통 plasma 조건; 100 mT, 150 W, 

total gas (SF6+ Ar) flow rate 100 sccm) 



129 

 

 

5.5 Mask Structure 시료의 식각 후 평가 

  

5.5.1 Surface Roughness 평가 

 

5.4절의 TaN, Ru을 각각 증착한 시료에 의한 기본 식각 특성 결과를 바탕으

로 5.5절에서는 실제 EUV mask stack 구조의 시료를 가지고, 흡수체 식각 후의 

시료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Mask 구조의 시료를 그림 

5.4.2.3의 그래프에서 가장 선택비가 높은 조건(100 mT, 150 W, SF6 gas flow rate 90 

sccm, Ar gas flow rate 10 sccm)으로 100 % over etch하였으며, 이에 대한 cross 

sectional SEM image는 그림 5.5.1.1과 같다. 이 시료의 경우는 PR mask를 이용하 

여 patterning을 한 시료이며, SF6 가스를 사용함에 따라 우려할 수 있는 등방성 

식각 특성인 sidewall attack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undercut 없이 매우 vertical한 profile을 얻었다.  

또한, TaN 하부에 위치한 Ru 및 Ru 하부의 반사 다층막인 mirror 층에 recess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Ru 의 두께가 매우 얇아서, SEM으로 구별이 잘 되지 않

으나, Ru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면, mirror의 성분인 Silicon및 Molybdenum 이 식

각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 그림 5.5.1.1과 같이 매우 고른 표면 이미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5.5.2절의 

XPS analysis 결과에서 etch후의 표면 성분 분석을 통해 etch후에도 Ru이 남아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XPS를 이용한 성분 분석 이전에 AFM을 이용한 surface의 roughness를 

측정하여 보면, 물리적인 attack을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표면 거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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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1 실제 Mask stack 구조의 시료를 Over etch 100%의 조건으로 TaN 

흡수체를 식각한 후의 단면 SEM image (식각 조건; 100mT, 150 W, SF6 gas flow 

rate 90 sccm, Ar gas flow rate 10 sccm) 

 

반사도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5.4 절의 TaN 식각 조건에서 Ru에 대한 고

선택적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O2 gas를 배제하였으나, 실제 mask etch process 

의 경우, 그림 5.5.1.1과 같이 patterning을 하여 식각을 하게 되는데, patterning 

시 PR을 사용하여 patterning을 하게 된다. 따라서, TaN 식각 후에 PR 제거가 필

요하다. 통상의 경우, O2 gas를 이용한 고온 에싱 공정(ex situ microwave ashing) 

을 하거나 최근에는 O2 gas를 사용하여 식각 장치에서 in situ etch (in situ RF 

plasma ashing)에 의한 PR 제거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PR 제거 시에 Ru buffer 

layer는 O2 gas에 의한 O 라디칼에 노출되게 되므로, 비록 식각은 아니더라도 

Ru과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TaN 식각 후 후속 공정인 에싱 

공정에 의한 mirror의 attack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FM을 사용하여 mask 

표면의 roughness(거칠기)를 검사하였다. 그림 5.5.1.2와 표 5.5.1은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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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2 실제 Mask stack 구조의 시료의 AFM image (a) reference mirror (no 

etch mirror) (b) 흡수체 식각 후 (그림 5.5.1.1의 조건) (c) 흡수체 식각 후 고온 에

싱 후 (d) 흡수체 식각 후 in situ rf plasma 에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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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1 mask mirror(ML)의 표면의 거칠기를 AFM으로 측정한 결과 

Reference ML Etch후  

(100 % over etch) 

Etch/ 고온 에싱 

후 

Etch/ in situ RF 

plasma 에싱 후 

1.00 Å 2.27 Å 18.65 Å 20.22 Å 

 

mirror를 포함하여 TaN 식각 후, 그리고, 에싱 공정 후의 mirror 표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AFM Image와 평균 거칠기 정도이다. 여기서, Reference mirror라 함은 

5.3절에서 언급한 Fraunhofer ILT社에서 만든 mirror로 TaN이 없는 mirror로써 

plasma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의 mirror이다. In situ rf plasma 에싱은 TaN을 식각

한 동일 chamber에서 진행하였으며, 사용 조건은 100 mT, 150 W, O2 100 sccm 으

로 5분간 plasma에 노출하였다. Etch만 진행한 시료의 경우는 표면이 매우 

smooth하며, reference mirror 처럼 일정한 방향의 무늬가 보인다. 이것은 표면에 

Ru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5.5.1.3은 Ru 증착하고 식각하지 않은 시료의 

AFM으로 측정한 image 이며, 그림 5.5.1.2(a), (b) 처럼 무늬가 보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AFM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etch 조건의 선택비가 매우 높음을 예

상할 수 있다. 하지만, etch 후 O2 가스에 노출된 두 가지 방법의 에싱의 경우, 

표면이 거칠어짐을 알 수 있으며, etch후와 달리 일정 방향의 무늬가 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싱에 의해 표면 상태가 달라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러한 식각 및 에싱에 의한 mirror 표면의 화학적인 조성 변화를 알기 위해서 

XPS 분석을 하였으며, 다음 절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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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1.3 Ru만 증착한 시료의 AFM image (평균 거칠기(Ra)=2.2Å) 

  

 

5.5.2 XPS에 의한 표면 성분 분석 

  

그림 5.5.1.2의 시료 중에서 Reference mirror를 제외한 시료에 대해 XPS로 

표면 성분을 알아보았다. 즉, Etch한 시료, etch후 고온 에싱, etch후 in situ RF 

plasma로 에싱한 시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편의상 고온 에싱을 에싱I, in situ RF 

plasma 에싱을 에싱II로 명명하겠다. 그림 5.5.2 (a)~(d)는 Ru 3d, O 1s, Si 2p, Mo 

3d의 narrow scan spectra의 결과이다. 이 성분들은 etch후 표면에 드러날 수 있

는 대표적인 성분들이다. 각 성분별 그래프는 carbon 성분인 C 1s의 그래프에

서 C-C bond의 binding energy를 284.5 eV에 기준으로 하여 얻은 결과이다.  

먼저, 그림 5.5.2 (a)의 Ru 3d spectra를 보자. Peak의 강도(intensity)가 식각한 

후에 가장 높고, 두 가지 에싱의 경우 모두 급격히 낮다. Peak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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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XPS 분석 결과 그래프 (a) Ru 3d (b) O 1s (c) Si 2p (d) Mo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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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ing energy 280.1 eV 및 280.2 eV는 Ru 자체의 binding energy이다[92, 93]. 따

라서, etch후에는 Ru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에싱 후에는 급격히 줄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F plasma 에싱의 경우(에싱II)는 peak binding 

energy가 281.2 eV로 약간 Ru 자체의 peak 값에서 이동된 값을 보여 다른 성분

이거나 Ru과 결합한 성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5.2(b) ~ (d)에 etch후 시

료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적은 값을 보였기 때문이며, etch 

후 시료는 Ru이 남아있어, 하부 물질인 Si이나 Mo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5.2 (b)의 O 1s spectra의 경우, 에싱 두 가지 조건 모두 높은 

peak를 나타내었고 특히, 고온 에싱(에싱I)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intensity를 보여주었다. Peak binding energy가 에싱 I, 에싱 II의 경우, 각각 532.2 

eV, 530.5 eV에서 나타났다. Oxygen 가스에 의한 표면 산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 

532.2 eV의 경우는 RuO2의 peak값과 일치하지 않고, SiO2의 peak 값과 잘 일치

한다[92-94]. 따라서, 고온 에싱의 경우는 Ru 박막이 RuO4의 형태로 에싱에 의

해 변화되어 모두 제거되고, 하부에 드러난 mirror의 상부에 위치한 Si 박막과 

반응한 것으로 예상된다. 에싱II의 경우에 크게 나타나는 Binding energy 530.5 

eV의 경우는 RuO2나 MoO3와 같은 금속 산화물의 binding energy와 잘 일치한

다[92, 94].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Mo 성분의 그래프 결과를 보면 어떤 성분

이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5.2 (c)의 Si 2p spectra의 경우를 보자. 고온 에싱의 경우, 두 개의 

peak binding energy가 나타나며, 99.1 eV와 102.6 eV이다. 99.1 eV는 Si-Si 성분을 

의미하며, 후자는 산화된 Si을 의미한다[92, 94]. 따라서, Si 2p에 의해서, 고온 

에싱의 경우엔, Si이 드러나 일부는 O2 가스에 의한 산화 혹은 공기 중에 노출

되어 자연 산화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in situ RF plasma 에싱의 경

우엔 101.8 eV에서 낮은 peak이 발견되었는데, 산화된 Si에 해당되나,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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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량이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5.5.2 (d)는 Mo 3d spectra의 결과이다. 고온 

에싱 (에싱 I)의 경우엔, 227.2 eV의 binding energy에서 peak intensity를 가진다. 

이는 Mo 자체를 나타내며[92], 이로써 일부 Mo layer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In situ rf plasma 에싱 (에싱 II)의 경우엔, 232.5 eV에서 매우 큰 peak 

intensity를 보인다. 이것은 산화된 Mo (Molybdenum oxide) 를 의미한다[96]. 따

라서, in situ rf plasma 에싱의 경우엔, 상부의 Si 박막도 사라지고, Mo이 드러나 

Molybdenum oxide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TaN을 식각하는 chamber

에서 O2 가스로 rf power에 의한 PR 제거 하는 동안, chamber에 잔류한 fluorine 

가스에 의해 얇은 Si 박막이 제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XPS tool을 이용한 Mask 표면 분석을 통해, O2 가스를 배제한 

SF6/Ar plasma에 의한 TaN 박막의 over etch 100% 식각 동안, Ru 박막은 반사 

다층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었고, 하지만, O2 가스를 사용한 

에싱 공정에 의해 Ru buffer layer는 쉽게 제거 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Ru 

박막은 O2 가스에 의해 RuO4와 같은 휘발성 물질의 형태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89, 90]. 이상과 같이 AFM에 의한 surface roughness의 결과와 XPS 결

과를 종합하여 보면, 표면이 매우 smooth한 etch후의 표면은 Ru이 남아있음을 

나타내며, rough한 표면은 에싱 과정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

싱 과정에서 거칠기 정도는 20 Å  정도인데, 이는 에싱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공기 중에 노출되어 형성된 자연 산화막의 두께이다. 문헌[97]에 의하면 자연 

산화막은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 증가하지는 않고 수십 Å  이내에 saturation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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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UV 반사도 평가 

 

본 절에서는 식각 후 및 에싱 후의 Mask 시료의 EUV 빛에 의한 반사도를 

평가한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Ru에 대한 선택비가 Mask 식각에서 중요한 요

건이었지만, 이는 다층 반사막에 attack을 주지 않아야 반사도가 저하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궁극적으로는 EUV 반사도가 식각이나 에싱

등의 공정에 의해 저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5.5.1절과 5.5.2

절의 표면 거칠기나 표면 성분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러한 결과가 반사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EUV beam에 대한 반사도 측정은 

정확하게는 EUV reflectometer를 사용한 13nm 주변(12.5 ~ 14 nm)의 빛에 대한 

반사도 곡선을 얻어야 정확하지만, 5.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13.5 nm의 EUV 

beam source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에 쪼여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강도 및 

무늬를 보고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Reflectometer를 사용한 방법보

다 매우 단시간에 data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etch 조건에 의한 

mask 반사도의 열화에 대한 비교 평가이므로, 이 방법을 택하였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는 13.5 nm EUV source에 대한 상대적인 반사도를 알 수 있다. 기준이 

되는 reference mirror는 13.5 nm의 EUV beam에 대한 반사도를 측정하여 알고 

있는 시료이다. 포항 가속기의 EUV reflectometer system에서 측정하여 얻은 반

사도는 60 % 이상이다. 본 평가에서 이용한 EUV beam source는 포항 가속기 

연구소의 synchrotron storage ring의 beam line에서 이용할 수 있었고, 반사되어 

나온 빛은 EUV CSM/ICS system에 부착되어 있는 X-ray CCD 카메라를 사용하

여 촬영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된 image의 결과는 그림 5.5.3 (a) ~(d)와 같고, 각 시료

별 peak intensity의 값은 표 5.5.3에 정리하였다. (a)는 reference mirror 의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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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TaN over etch 100 % 진행한 시료, (c)는 (b)의 시료 조건에 고온 에싱한 시

료, (d)는 (b)의 시료 조건에 in situ rf plasma 에싱 처리한 시료이다. Image로 부

터 반사도의 판단 기준은 회절되어 나온 beam이 퍼지지 않고 중심에 몰려있

는지, 그리고 beam의 peak intensity가 클수록 반사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림5.5.3 13.5 nm의 EUV beam을 각 시료에 비추어 반사되어 나온 빛을 X-

ray CCD 카메라로 촬영한 image (a) reference mirror (b) TaN over etch 100 % 한 시

료 (c) Etch후 고온 에싱한 시료 (d) Etch후 in situ RF plasma 에싱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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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3 그림5.5.3의 image의 각 시료 별 peak intensity (arbitrary unit) 

Reference ML Etch후  

(100 % over etch) 

Etch/ 고온 에싱 

후 

Etch/ in situ RF 

plasma 에싱 후 

187,000 187,000 167,000 176,000 

 

평탄도가 좋지 않거나, 표면 물성 변형이 발생하면, beam의 퍼짐과 intensity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Reference mirror의 경우, 반사되어 나온 빛이 중심에 몰려

있으며, intensity가 187,000(arbitrary unit)의 값을 갖는다. Etch만 진행한 시료의 

경우도 reference image의 결과와 유사한 image와 동일한 intensity를 갖는 것을 

볼 때 반사도가 60 % 이상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에싱을 진행한 시료의 경

우, intensity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반사되어 나온 빛의 image가 중심에 집중되

어있는 것으로 볼 때, 반사도 저하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즉, EUV 

lithography 공정에 사용할 mask 제작하는데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한편, TaN etching시 Ru에 대한 선택비가 낮은 조건(선택비 8.3, CF4/Ar 

plasma)의 경우, over etch 30 % 를 적용하였을 때, etch 후 AFM에 의한 

roughness는 80 Å  으로 높았으며, EUV beam의 반사도 측정 시 peak intensity가 

122,000 으로 낮은 값을 얻었었다. 이것은 TaN 식각 시 Ru에 대한 부족한 선

택비로 인해 이미 Ru이 드러나고 하부 막질도 식각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roughness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반사도가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roughness가 자연 산화막의 두께 (50Å ) 이상이면 TaN 식각에 의해 

mirror에 이미 damage가 발생했음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반사도가 감소할 것

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TaN 식각 시 고 선택적 조건이 높은 반사도 유지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TaN 식각 시 Ru buffer layer가 mirror를 보호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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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후속 에싱 공정에 의한 buffer layer의 제거 및 자연 산화가 발생하여도 

mirror에 damage를 주지 않아, 반사도 열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6 결론 및 향후 과제  

 

5장에서는 흡수체로써 TaN 및 buffer layer로써 Ru 박막으로 구성된 EUV 

lithography Mask 에 대한 건식 식각 특성을 CCP type의 식각 장치에서 연구하

였다. Mask 식각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buffer layer에 대한 고 선택적 조건이

다. SF6및 CF4 가스를 주된 etch 가스로 사용한 경우가 Cl2 가스를 사용한 

plasma 대비 TaN 식각률이 높았으며, 이는 식각 시 발생하는 식각 부산물인 

TaF5가 TaCl5보다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한편, Ru은 oxygen이 배제된 

plasma의 경우, 식각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이는 Ru은 RuO4라는 휘발성 물질

의 형태로 식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O2를 배제한 plasma에서는 TaN

의 식각률이 높을수록 Ru에 대한 선택비가 높은 조건을 얻을 수 있었고, 혼합 

가스 조합 중 TaN 식각률이 높은 SF6/Ar 혼합가스를 식각 조건으로 선택하였

다.  

TaN은 RF power 및 Pressure 증가 및 SF6 가스의 유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각률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Ru 박막에 대한 선택비도 증가하였다. 결과적

으로 TaN 식각률 132 nm/min, 선택비 143 이라는 고 선택적 조건(100 mT, 150 

W, SF6 90 sccm, Ar 10 sccm)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조건을 실제 EUV mask 구조

의 시료에 over etch 100 %의 TaN 박막을 식각 하였을 때, Ru buffer layer가 남아

있음을 AFM과 XPS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때 표면 거칠기는 2.27 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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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평탄하였다. 13.5 nm의 EUV 빛을 쪼여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x-ray 

CCD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결과, reference mirror (반사도 60 %)와 image및 

intensity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이로써 식각에 의해 반사도가 

저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TaN 식각 후 남아있던 Ru buffer layer는 O2 

가스를 사용한 에싱 공정에 의해 제거되어, mirror가 드러나지만, EUV beam 의 

반사도 저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각 시 buffer 

layer에 대한 고 선택적 식각 조건이 Mask의 반사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이 없는 구조에서 EUV mask 구조에 대한 식각에 대한 

기초 특성과 EUV 반사도를 알고 있는 reference mirror와의 비교를 통한 반사

도를 평가하였다. 향후엔 나노급으로 patterning을 한 mask 구조의 시료에 대해 

본 식각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V 반사도에 대해

서는 reflectometer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반사도를 측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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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산화물 반도체 IGZO 박막의 건식 식각 특성 

  

6.1 산화물 반도체의 연구 동향 

 

초창기 산화물 반도체는 일본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TFT 의 소재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전지 응용 소재로 주로 연구되어 왔다[25].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등의 평판형 디스플레이는 현재,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장

치인데, 디스플레이 모드에 관계없이 핵심요소는 TFT(Thin Film Transistor) 

array 기술이다. 표 6.1과 같이, TFT channel 층 막질로서 a-Si(Amorphous 

Silicon)과 LTPS(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Silicon), 유기물 반도체 TFT 

(O-TFT)가 고려되어 왔으며, 이들을 적용한 TFT의 소자의 이동도 개선, 장기

적인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5]. 하지만, a-Si및 

O-TFT는 채널 이동도가 높지 않고, LTPS는 채널 이동도는 높지만 고가이면서 

고온 공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연구의 역사가 짧지만, 산화물 반

도체는 채널 이동도가 높고, 저온 진공 공정이 가능하며 균일도가 좋고, 낮은 

cost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연성이나 투명성이 다른 소재들 보다 

월등히 좋아 미래형 디스플레이에 응용되기에 적합하다. 이것은 산화물 반도체

의 광학적 band gap이 3.3 eV 이상이어서 가시광선의 에너지(~3.1 eV)보다 크기 

때문에 가시 광선 영역에서 투명한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26]. 즉, 미

래형 디스플레이인 flexible display 및 투명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산화물 

반도체가 가지고 있어 산화물 반도체의 소재 개발 및 제조 등 산화물 반

도체에 관한 연구가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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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디스플레이용 TFT 채널 물질 별 장단점 비교[25] 

 

 a-Si LTPS O-TFT Oxide TFT 

Type N N & P P (N) N (P) 

Mobility(cm
2
/Vs) < 1 50 ~150 < 5 1~100 

Leakage ◎ ○ ○ ◎ 

Stability △ ◎ △ ○ 

Uniformity ◎ △ △ ○ 

Long-term reliability △ ◎ × unknown 

Masks 4~5 5~9 4~5 4~5 

Cost Medium High Low Low 

Yield ◎ △ △ ◎ 

Temperature ~250˚C 〉250˚C RT~200˚C RT~250˚C 

Plastic Compatibility △ × ◎ ◎ 

Transparent display × × △ ○ 

Application LCD,  

E-paper 

LCD,  

OLED 

E-paper, 

OLED 

LCD, OLED, 

E-paper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이러한 투명 산화물 반도체는 ZnO, InO, SnO가 주로 연구되어 온 물질

이다. 이중 가장 많이 연구된 물질은 ZnO 인데, 순수한 진성 ZnO의 경우, 

낮은 전하 운반자 농도로 인하여 투명전극으로 사용하기에는 전기적인 특성 향

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Al, In, Ga, B 등 3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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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물을 도핑 함으로써, 전기 전도도도 높이고, 대기 중에서도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도록 한 투명소자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98]. Indium gallium zinc oxide 

(IGZO) 박막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들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막질이다. 

현재까지, IGZO에 대한 연구는 투명성과 mobility 향상 등 박막 자체의 특성 향

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림6.1은 투명 산화물 트랜지스터의 

구조도 이다. 그림의 Oxide 반도체 물질로서 IGZO이 사용되며, 그림은 IGZO가 

채널 소자로 이용된 예이다[26]. 

 

 

 

그림6.1 투명 트랜지스터 (TTFT)의 구조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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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IGZO박막의 건식 식각에 대한 종래 연구 

 

IGZO는 Zinc oxide에 Indium과 Gallium을 합성하여 이루어진 물질이다. 따라

서, IGZO 박막을 포함한 Zn, In, Ga의 물질을 포함한 반도체 식각의 연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장의 서론에 언급하였듯이 In및 Ga을 포함하는 GaAs, AlGaAs, InP, 

GaN 등의 3-5족 화합물 반도체물질에 대한 건식 식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33-36] 하지만, 산화물 반도체 식각에 관한 연구는 주로 ZnO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98], IGZO에 대한 식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습식 식각에 대해서

는 있으나[27, 37,38], 건식 식각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IGZO의 습식 식각은 주로 HF용액 및 CH3COOH와 같은 아세트산(acetic acid) 

계열과 C3H4(OH)와 같은 구연산(citric acid) 계열에 의해 연구되었다[27]. 그러나, 

건식 식각에 대한 보고는 C. Chang에 의해 발표된 U.S. 특허가 유일하다[39]. 

Chang은 ICP etcher에서 Cl2/Ar plasma를 사용하여 IGZO의 건식 식각에 대한 실

험의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그림 6.2.1 ~ 6.2.3과 같다. 그림 6.2.1은 Pressure, 그

림 6.2.2는 Bias power, 그림 6.2.3은 Ar gas flow ratio에 따른 IGZO의 etch rate 변

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가장 변화가 많은 parameter는 Bias Power 로써, power 

증가에 따라 IGZO의 etch rate이 증가함을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IGZO의 식각

률은 120 nm/min (그림 6.2.2의 120 W의 조건)을 얻었다. 이처럼, 식각률에 대한 

실험의 결과는 있지만, 식각 mechanism에 대한 설명은 특허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IGZO 박막에 대한 건식 식각 mechanism이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luorine 및 Chlorine 류의 할로겐 가스를 사용하여 IGZO 

건식 식각에 유리한 Chemistry를 알아내고, 이의 식각 mechanism을 밝히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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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1 압력 변화에 따른 IGZO 박막의 식각율 변화[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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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2 바이어스 파워 변화에 따른 IGZO 박막의 식각율 변화[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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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3 Ar gas ratio에 따른 IGZO 박막의 식각율 변화[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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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IGZO 시료 준비 및 실험 방법 

 

IGZO 박막의 증착은 RF sputtering, DC sputtering 및 용액을 이용한 sol-gel 방

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25].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RF 

sputter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silicon wafer 위에 300 nm의 두께로 증착하였다. 

즉, 식각 실험에 사용될 시료는 bare silicon wafer위에 polycrystailline In2Ga2ZnO7 

target을 사용하고, 상온에서 RF power 150W, pressure 100mT, Ar와 O2 gas를 사용

하여 RF sputtering 방법으로 증착하였다. 식각 평가에 사용된 장치는 2장에 소

개한 CCP type의 RIE reactor Oxford 80 Plus 이다. 식각 장치는 조각 시편의 실험

이 가능한 설비이어서, 4인치 wafer에서 시료를 2×2 cm
2
 의 조각 시편으로 

cutting하여 각 식각 조건 별 실험을 하였다.  

Etch rate은 식각 전후의 두께를 ellipsometer (Gaertner Scientific Corporation, 

L116D)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평가하였다. Etch rate과 더불어 etch후 표면의 

상태를 현미경과 AFM (Atomic Force Measurement) system (JEOL JSPM-5200,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는데, 이것은 Mechanically 식각 mechanism을 이해하

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한편,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system 

(Thermo VG Sigma Probe, St. Loius, Mo, USA)으로 식각 후 표면을 분석하여 

Chemically 식각 mechanism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 절부터는 식각 조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6.4절에서는 우선, 식각 가능한 가스에 대한 선정을 

위한 할로겐 가스 종류에 의한 식각 평가의 결과, 6.5절에서는 가장 식각이 잘 

되는 BCl3/O2 Plasma의 IGZO 박막의 식각 mechanism을 6.6절에서는 선정된 

BCl3/O2 plasma에서의 Gas ratio, RF power, 압력 변화에 의한 식각 결과를 6.7절에

서는 Surface roughness 개선 평가 결과 그리고, 6.8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

에 대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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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할로겐 가스 종류에 따른 IGZO의 식각률 

 

Silicon이나 Oxide 물질과 같이 익히 식각에 대해 많이 연구되어 온 막질의 

경우는 어떤 가스를 식각 가스로 사용하여야 할 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

다. 하지만, IGZO의 경우는 어떤 가스와 잘 반응하는지 조차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가스와 반응을 가장 잘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Al 등의 금속 식각 및 기존 Ga, Zn등 3-5족 식각에 많

이 이용되어 온 Cl2와 BCl3 gas와 같은 Chlorine 계열의 가스와 IGZO 습식 식각

에 HF가 이용되었으므로, Fluorine 계열의 CF4와 CHF3 가스에 대해서 어떤 가스

와 반응을 더 잘 하는 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화물 식각

에 ion bombardment 효과를 주고 플라즈마 밀도를 높이는데 응용되는 Ar gas와 

etching시 발생되는 polymer 제거에 이용되는 O2 gas를 첨가 가스로 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그림 6.4.1은 Ar 가스를 첨가 가스로 하여 전체 가스 100 sccm에 대해 40 %인 

40 sccm을 인가하고 주된 식각 가스를 60 %인 60 sccm으로 각각 CF4, CHF3, Cl2, 

BCl3 가스를 인가한 경우에 대해 동일한 플라즈마 조건에서 식각을 하여 얻은 

식각률의 결과이다. 이때 압력, RF Power 및 식각 time은 모두 동일하게 100 mT, 

150W, 1 min을 적용하였다. BCl3 가스의 경우, 가장 높은 식각률을 보이지만, 7 

nm/min의 매우 낮은 식각률을 보인다. 나머지 가스의 경우는 2 nm/min의 수준

에 머물러, 거의 식각이 안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다음으로 O2 가스를 첨가 가스로 하여, 역시 전체 가스 100 sccm에 대해 40%

인 40 sccm의 O2 가스를 사용하고, 위 Ar 첨가 가스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 대

해 CF4, CHF3, Cl2, BCl3 가스에 대하여 식각 실험을 하였다. 결과는 그림 6.4.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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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1 Ar을 첨가 가스로 사용할 때, 가스 종류에 따른 IGZO 식각률 

  

그림6.4.2 O2을 첨가 가스로 사용할 때, 가스 종류에 따른 IGZO 식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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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CF4, CHF3, Cl2 가스의 경우는 Ar 첨가 가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거

의 식각이 되지 않지만, BCl3 가스의 경우, 매우 큰 식각률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IGZO 박막을 식각할 수 있는 Chemistry 조합은 BCl3와 O2 

가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GZO도 Oxide인데, 통상의 산화막의 경우, Ar 

bombardment에 의한 식각이 중요하나, Ar 가스 없이, BCl3, O2 가스에 의해 식각

된 것을 볼 때, IGZO는 화학적인 식각 특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poly silicon이나 Al과 같은 metal layer 처럼 결합 bonding이 강하지 않은 박막이

란 것을 의미한다.  

 

표 6.4 IGZO 박막을 fluorine과 chlorine 계열의 가스로 건식 식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식각 부산물의 녹는 점 및 끓는 점 [89, 100] 

Byproducts Melting Point [˚C] Boiling Point [˚C] 

GaCl3 77.8 201.2 

GaF3 800 1000 

ZnCl2 275 756 

ZnF2 872 1500 

InCl3 586 800 

InF3 1172 > 1200 

 

표 6.4는 In, Ga, Zn, Oxide로 이루어진 IGZO 박막이 chlorine이나 fluorine과 같

은 할로겐 가스의 플라즈마에 의한 식각 반응 시 생성될 수 있는 식각 부산물

(byproducts)에 대한 녹는 점 및 끓는 점을 정리한 표이다[89, 100]. 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fluorine 과의 반응으로 생성된 식각 부산물 보다 chlorine 과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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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식각 부산물의 녹는 점 및 끓는 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chlorine과의 반응으로 생성된 GaCl3, ZnCl2, InCl3가 GaF3, ZnF2 보다 휘발성 물질

임을 알 수 있으며, chlorine gas로 식각 시 식각률이 보다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Ar 첨가 가스로 사용한 식각 조건의 경우, 식각이 거의 되지 

않았었다. 이것은 chlorine과 결합된 부산물이 fluorine 계열의 식각 부산물보다 

상대적으로 휘발성 물질이긴 하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 백 ˚C의 끓는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실험에 사용된 etcher와 같이 기판의 온도가 상온 (20 ˚C)

인 경우, 식각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Ga, In과 같은 3-

5족을 포함한 기존의 식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기판 온도에서 식

각이 진행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33, 34]. 반면에, BCl3/O2 의 혼합 가스 

플라즈마 조건의 경우, 상온에서도 IGZO의 식각률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BCl3/O2 plasma의 높은 식각률의 원인을 알아보고

자 한다. 

 

 

6.5 BCl3/O2 Plasma에서의 IGZO박막의 식각 Mechanism 

  

본 절에서는 BCl3/O2 plasma에 의한 IGZO 박막의 식각 mechanism 을 살펴보

고자 한다. 동일한 BCl3 gas 환경에서도 Ar이 첨가된 경우와 달리 O2가 첨가된 

경우에만 식각이 일어난 것으로 볼 때, O2와 만나 IGZO와 잘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의 생성, 혹은 IGZO 식각 반응 후 발생하는 식각 부산물을 보다 휘발성의 

물질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BCl3 가스는 metal oxide 식각 시 metal oxide에 포함되어 있는 O 

성분과 반응하여 BOClx [101], BOx [99] 형태의 휘발성 식각 부산물을 생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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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GZO 박막도 oxygen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BCl3 gas만으로는 IGZO에 포함되어 있는 oxygen과 반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

험의 결과부터 알 수 있다. 하지만, O2 gas 첨가에 의해 BCl3와 IGZO 반응이 비

로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래 식 (6.5.1)과 같이 O2 gas에 의해 

BCl3 의 산화 분해 반응 (oxidative dissociation) 의 활성화가 일어남으로써, 

)31(1  xOBClx 와 식각 etchant인 Cl 기를 많이 생성해 낼 수 있고, 생성된 

BClx-1O는 또다시 O와 만나서, dissociation 반응을 반복하여 일으킬 수 있게 된

다. [102] 즉, O2 첨가에 의해서 etchant를 많이 생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


  ClOBClOBCl xx               (6.5.1) 

 

또한, O2 gas가 첨가됨으로써, Zn(ClO3)2와 같은 산염화물(oxy-chloride)이나 

Ga(ClO4)3이나 In(ClO4)3와 같은 과염소산염(perchlorates) 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산물은 ZnCl2나 GaCl3, InCl3와 같은 금속염화물(metal chloride)보다  

 

표 6.5.1 IGZO 박막을 BCl3/O2 plasma로 건식 식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식각 부

산물의 녹는 점 및 끓는 점 [65, 89, 100] 

Byproducts Melting Point [˚C] Boiling Point [˚C]] 

ZnCl2 275 756 

Zn(ClO3)2 60 - 

InCl3 586 800 

In(ClO4)3∙8H2O 80 200 

Ga(ClO4)3∙6H2O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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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이 좋거나 물에 잘 녹는 물질이어서 식각으로 제거되기 쉬운 물질이다

[65]. 즉, 표 6.5.1 에 정리된 바와 같이, oxygen을 포함함으로써 녹는 점 및 끓

는 점이 낮아짐으로써, 제거가 쉬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번엔 etch가 잘 된 IGZO의 표면과 etch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IGZO의 표

면 상태가 화학적 성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른 지 이해하기 위해서, XPS (X-

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ool을 사용하여, BCl3/Ar 으로 etch한 시료와 

BCl3/O2 plasma로 etch한 시료의 표면을 비교하였다. XPS 분석에 사용한 etch 조

건은 6.4 절에서 사용한 조건과 동일하다. 표 6.5.2와 그림 6.5.1및 6.5.2는 XPS 

결과이다.  

 

표 6.5.2 BCl3/Ar및 BCl3/O2 plasma로 각각 IGZO 식각 후 XPS로 표면 분석한 

결과, 상대적 원소 조성비(단, Carbon성분은 표에서 제외) 

 O (%) B (%) Cl (%) In (%) Zn (%) Ga (%) 

BCl3/Ar 22.69 4.19 8.18 4.71 1.4 1.94 

BCl3/O2 34.56 15.88 9.48 5.02 1.3 3.17 

 

표 6.5.2는 IGZO 본래 막 성분인 In, Ga, Zn, O와 etchant인 BCl3 가스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B, Cl 성분을 포함하여 총 6가지 원소에 대한 상대적인 원소의 조

성 비를 보여주는 결과 표이다. Carbon 성분은 XPS 분석 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포함하였으나, 위 표 6.5.2의 비교 성분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6.5.2에서 

볼 수 있듯이 두 plasma 조건에서 원소 성분에 있어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성분은 Boron과 Oxygen 이다. 두 원소 성분 모두 BCl3/O2 plasma의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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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3/Ar plasma 대비 현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두 성분에 대해 각각 

Binding Energy에 따른 그래프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O 1s와 B 1s에 대해 각각

의 plasma 조건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6.5.1와 6.5.2 과 같다. 먼저 

O 1s의 경우(그림 6.5.1), 두 plasma 모두 세 영역에서 peak value를 갖는다. 우선, 

530 eV 의 binding energy 근처에서 peak value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metal 

oxide 성분이 있음을 가리키며, 이는 etch하기 전의 IGZO나 etch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peak value가 높은 532 eV 는 IGZO 물질에서 oxygen 성분이 빠져

나간 상태를 나타내며, 533 eV 근처의 binding energy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나타

나게 된 IGZO 표면에서 결합되어 나타난 H2O, CO3, O2 물질이 있음을 의미한다

[103]. 따라서, 532 eV나 533 eV의 영역이 실제 etch에 의해 변형된 IGZO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intensity가 BCl3/O2 plasma 조건의 경우가 BCl3/Ar 

plasma 보다 높아 식각이 많이 된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etch에 따라 발생한 

물질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번에는 B 1s의 경우(그림 6.5.2)를 보자. Boron 성분은 IGZO 박막에 원래 없

는 성분이므로, etch gas로 부터 표면에 생성된 성분이다. 따라서, etch mechanism

에 대해 보다 정보를 줄 수 있는 성분이라 말할 수 있다. Binding Energy 192 eV 

근처에서 두 plasma 조건 모두 강한 peak가 발견되었다. 이 성분은 B-O 성분의 

결합을 의미한다[104]. B-O 결합 성분이 BCl3/O2 plasma에서 훨씬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B-O 결합은 etchant 성분과 IGZO의 oxygen 성분의 결

합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많이 생성될수록 식각이 잘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B-O 성분이 많이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BCl3/O2 plasma의 어

떤 Plasma 환경이 필요한 지 알아보고자 다음 절에는 BCl3 gas ratio, RF Power, 

Pressure 변화에 따른 IGZO의 식각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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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1 BCl3/O2 plasma와 BCl3/Ar plasma로 IGZO 박막을 각각 식각 후 XPS로 

표면 분석한 결과 (O 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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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5.2 BCl3/O2 plasma와 BCl3/Ar plasma로 IGZO 박막을 각각 식각 후 XPS

로 표면 분석한 결과 (B 1s) 

 

 

 

 

 

 

 

 

 



160 

 

6.6 Etch Parameter에 따른 IGZO박막의 식각 특성 

  

본 절에서는 BCl3/O2 plasma에서의 IGZO 박막의 etch parameter에 의한 식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BO radical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아, gas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우선, BCl3 Gas ratio에 따른 etch rate을 

비교하였다. 즉, total gas flow rate은 100 sccm으로 고정하고, 동일한 plasma 조건 

(RF power 150 W, Pressure 100 mT, etch time 1분)에서 BCl3 gas의 유량 및 O2 가스 

유량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른 etch rate의 결과는 그림 6.6.1과 같다.  BCl3 gas

의 유량 증가에 따라 etch rate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BCl3 gas만 사용

한 경우 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BCl3 gas 유량이 80 %

일 때, 185 nm/min의 가장 큰 식각율의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O2 gas는 식각 

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많은 유량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O2 

gas가 앞의 6.5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식각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도

움을 주지만, IGZO가 식각되기 시작하면, 분해된 IGZO 박막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으므로, 결국 BCl3 gas의 유량이 그 다음으로는 etch rate을 결정짓는 요소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O2 gas의 역할은 식각 반응의 initiator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RF Power와 Pressure에 의한 IGZO의 식각율의 변화를 살펴보았으

며, 결과는 그림 6.6.2와 6.6.3과 같다. 이때 사용한 BCl3 gas 유량은 80 sccm, O2 

gas 유량은 20 sccm이며, RF Power 변화 실험 시 Pressure는 100 mT, Pressure 변

화 실험 시 RF Power는 150 W를 사용하였고 모두 1분 식각한 결과이다. RF 

Power의 증가에 따라 IGZO의 식각율은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Power 증가에 

따른 Ion bombardment의 증가 혹은 발생되는 라디칼의 증가를 원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 W의 조건에서 250 nm/min의 매우 큰 etch rate의 

결과를 얻었다. Pressure에 의해서는 큰 식각율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평가한 



161 

 

압력의 변화 범위가 협소한 것이 이유일 수 있으나, 본 CCP 설비의 사용 영

역인 50 mT~ 200 mT의 범위에서 평가하였다 할 지라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 즉, gas ratio나 RF Power 대비 식각율에 변화를 거의 주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IGZO 식각은 화학적 식각의 특성이 보다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6.1 BCl3 gas ratio 변화에 따른 IGZO의 etch rate (공통 plasma 조건; 100 mT, 

150 W, total gas flow rate 10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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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2 RF Power 변화에 따른 IGZO의 etch rate 

  

그림 6.6.3 Pressure 변화에 따른 IGZO의 etc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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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Surface Roughness 개선 평가 

  

BCl3/O2 plasma를 이용한 IGZO 박막의 etch 에서 발견된 문제는 etch 후 표면

이 매우 거친데, 광학 현미경으로 검사하여도 발견될 정도 이다. 원인으로 생

각될 수 있는 것이 etch 후 byproduct이 표면에 남아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

며, 흔히 byproduct의 제거에 사용되는 고온 에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사

한 방법으로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이용하는 방법인 etch 후 etching chamber에

서 in situ로 O2 plasma에 의한 polymer 제거의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림 

6.7.1는 이러한 process 처리 후 광학 현미경으로 검사한 사진이다. 이때 사용

한 etch 조건은 100 mT, 150 W, BCl3 80 sccm, O2 20 sccm 이며 1분 동안 식각 하

였다. (a)는 식각 후 상태이며, 거친 표면을 볼 수 있다. (b)나 (c)는 각각 

microwave를 사용하는 asher를 사용한 고온 에싱과 etch한 chamber에서 O2 

plasma로 처리한 경우이다. (b)나 (c)의 에싱 공정에 의해 표면의 거칠기가 더 

나빠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표면에 남아있는 물질이 공기 중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유기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 의 경우는 etch 후 DI water

에 10분 담근 후 사진이다. DI rinse 에 의해서 표면의 byproduct이 제거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표면에 남아있는 byproduct은 수용성 물질임을 의미한다. 6.5

절에서 언급되었던 Ga(ClO4)3, In(ClO4)3와 같은 염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byproduct이 물에 녹아 사라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일

반적으로 etching 공정 후 세정 공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DI rinse에 의한 세정

은 문제가 되지 않는 공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표면의 거칠기가 완전히 개선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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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1 BCl3/O2 Plasma로 식각 후 후속 공정에 따른 광학 현미경 검사 결과. 

(a) etch후 (b) etch후 고온 에싱 (c) etch후 in situ O2 plasma (d) etch후 DI 세정 

(공통 etch 조건; 100 mT, 150 W, BCl3 80 sccm, O2 20 sccm, 1분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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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2는 기본 BCl3/O2 Plasma에 Ar gas를 첨가한 조건의 etch후와 이 후 

DI 세정 후의 현미경 검사 결과이다. 즉, (a)와 (b)는 Ar 50 sccm, BCl3 10 sccm, 

O2 40 sccm의 혼합 가스 조건으로 식각한 경우의 etch와 DI 세정 후이다. (c)와 

(d)는 Ar 50 sccm, BCl3 40 sccm, O2 10 sccm의 혼합 가스 조건으로 식각한 경우의 

etch와 DI 세정 후이다. 모두의 경우, pressure는 100 mT, RF Power는 150 W를 

사용하여 1분 식각한 결과이다. 즉, Ar 가스를 첨가를 하되 BCl3 gas와 O2 gas의 

유량의 비를 크게 바꾸어 보았다. 그림 6.7.1의 결과보다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c)와 (d)의 그림을 보면, DI 세정을 하지 않아도 표면이 이미 매우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Ar gas에 의한 개선은 etch후 남아있는 byproduct의 량

을 감소시켜 준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무거운 Ar 이온의 충격(ion 

bombardment)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BCl3 gas 유량이 보다 큰 경우에 표면 상태가 더 좋아진 이유는 BCl3 

gas 유량이 클 때 식각율이 증가한 결과를 이미 BCl3/O2 plasma 실험에서 얻었

듯이, 식각율이 높다는 것은 잔류할 byproduct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표

면 상태가 훨씬 매끄러운 상태일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7.3은 AFM 

(Atomic Force Microscopy) tool을 사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

정한 범위는 가로 1 µm, 세로 1 µm의 면적을 검사하였다. 비교 측정한 시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는 BCl3 80 sccm, O2 20 sccm의 조건으로 식각한 후, (b)는 

(a) 조건으로 식각 후 DI rinse한 시료, (c)는 Ar 50 sccm, BCl3 40 sccm, O2 10 sccm

의 조건으로 식각한 후 DI rinse한 시료이다. 각각의 경우, 평균 거칠기(Ra)는 

(a), (b), (c)의 경우, 17.6 nm, 8.6 nm, 1.55nm로 Ar을 첨가한 조건의 경우 현격히 

거칠기가 개선된 것을 AFM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 거칠기가 개선된 조

건의 IGZO 식각율은 185 nm/min으로 매우 높은 식각률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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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2 BCl3/O2/Ar Plasma로 식각 시 BCl3/O2 유량비에 따른 광학 현미경 검

사 결과. (a), (b)의 식각 가스; Ar 50 sccm, BCl3 10 sccm, O2 40 sccm, (c), (d)의 식각 

가스; Ar 50 sccm, BCl3 40 sccm, O2 10 sccm, (a), (c)는 etch후 (b), (d)는 etch후 DI 

세정 (공통 etch 조건; 100 mT, 150 W, 1분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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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 17.6 nm                       (b) Ra 8.6 nm 

 

 

                 (c) Ra 1.55 nm 

그림 6.7.3 AFM Image (a)는 식각 후 (b)는 식각 후 DI 세정 (a), (b) 의 식각 

가스; BCl3 80 sccm, O2 20 sccm (c) 식각 후 DI 세정 (c)의 식각 가스조건; Ar 50 

sccm, BCl3 40 sccm, O2 10 sccm ((a)~(c)공통 etch 조건; 100 mT, 150 W, 1분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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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결론 및 향후 과제 

  

6장에서는 산화물 반도체 IGZO 박막의 건식 식각 특성을 CCP type의 식각 

장치에서 할로겐 가스의 종류, RF Power, 압력 변화에 따라 연구하였다. 혼합 

가스인 BCl3 가스와 O2 가스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건식 식각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BCl3 가스와 O2 혼합 가스에서 BCl3 가스의 유량비가 증가할 수록, 

IGZO의 식각률이 증가하였고, O2 가스는 IGZO 식각하는 데 있어서, initiate하

는 역할을 하므로, 소량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BCl3 가스와 O2 혼합 가스에 

의한 IGZO의 식각 mechanism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2는 일련의 

BCl3의 산화 분해 반응 (oxidative dissociative attachment)을 통해, IGZO와 반응하

기 쉽도록 만들어주며, 식각의 부산물로써 BOClx, BOx등의 휘발성 물질을 통

해 식각이 일어나도록 해준다. 또한, 식각 부산물로써 Zn(ClO3)2와 같은 휘발

성의 산염화물(oxy-chloride)이나 Ga(ClO4)3이나 In(ClO4)3와 같은 수용성의 과염

소산염(perchlorates)을 형성하기 쉬운데, 이는 oxygen 성분이 없는 ZnCl2, InCl3

등의 부산물 보다 제거가 쉽기 때문에 식각이 잘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O2 

가스의 소량만 있어도 식각이 잘 일어난 이유는 IGZO의 식각이 시작되면, 

damage를 입은 IGZO 박막으로 부터 oxygen 성분의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O2 가스의 역할은 initiator라 할 수 있다.  

BCl3/O2 Plasma로 식각 후 거칠어진 표면은 식각 부산물의 condensation임을 

알 수 있었고, 일부는 DI rinse에 의해 제거되는 수용성의 과염소산염으로 생

각되었다. 하지만, DI에서도 제거되지 않은 부산물은 Ar 가스를 식각 시 첨가

한 조건에서 개선할 수 있었는데, 이는 Ar 가스의 bombardment 특성에 의해 

비 휘발성의 byproduct의 표면 증착을 방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IGZO 박막이라는, 건식 식각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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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는데 우선 큰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 IGZO 

물질에 대한 건식 식각 반응이 잘 일어나는 chemistry를 알아냈으며, 그 반응 

mechanism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가의 RIE etcher를 사용하고, 상온에서 연

구를 수행하여 높은 식각률을 획득하여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응용하기 좋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 없는 구조의 시료를 사용하여 IGZO 박막에 대한 기초 

식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향후엔 실제 IGZO를 채널로 사용하는 device에 실

장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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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미세 패턴 가공에 필요한 건식 식각 기술은 응용 분야가 점점 확장되어 나노

급 반도체 소자 제작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 제작에도 필요한 기술이며 이

에 따라 나노급 식각 기술 및 신물질 식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공정에 건식 식각 기술이 필요하며, 각 응용 공정 별 중요하게 연구하

여야 할 식각 요건이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식각 주제에 대하여 각

각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나노급 패턴 식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

는 silicon trench 식각 시 발생하는 RIE lag 현상과 나노급 패턴 형성을 위한 

EUV lithography 도입에 대비하여 EUV mask 재료의 식각 및 차세대 투명 반도

체 소자인 IGZO 물질의 건식 식각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나노급 실리콘 트렌치 식각 시 RIE Lag 현상에 관한 연구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구현하여야 하는 패턴의 aspect 

ratio가 커지는 추세이다. Aspect ratio의 증가는 건식 식각 기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그 중 하나가 RIE(Reactive Ion Etching) Lag 

혹은 ARDE (Aspect Ratio Dependent Etching)라 불리는 현상이며, 본 논문에서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식각 장치 (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er)를 사용하고, 식

각 가스로 HBr과 O2를 사용하여 나노급 트렌치 폭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트렌

치 패턴 식각 시, 식각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RIE lag 변화에 대해 관찰하였

고, 각 파라미터에 따른 RIE lag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O2 가스 유량, 압력 

및 Source Power의 감소에 따라 lag는 개선이 되었고, HBr 가스 유량 및 기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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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증가에 따라 lag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HBr 가스 유량 및 Source Power의 

효과는 거의 미미하였다.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기판 온도였으며, 60 ˚C 에서 

lag가 거의 없는 1.4 %의 RIE lag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선폭이 큰 

디바이스의 경우, 기판 온도는 선택비 및 profile 조절 측면에서만 관심이 있는 

파라미터였으나, 나노급 디바이스에서는 lag 조절에 매우 중요한 인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고온의 기판온도의 경우에도 trench bottom profile 조절에

는 한계가 있었다. 

O2 가스 유량 및 기판 온도 조절이 lag에 치명적인 것은 silicon 표면의 산화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 표면 산화가 심화될수록 silicon의 식각률 감소 및 

positive ion의 charge up 현상이 커져서 lag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저압의 환경에서 lag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압력 감소 시 평균 

ion energy 및 이온 전류 밀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Source power 증가에 따라 ion flux는 증가하지만, 평균 ion energy는 감소함으로

써 lag는 나빠지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ion flux 보다는 ion의 energy가 lag 현

상에 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bias power의 경우는, power 증가에 따라 lag가 개선되었으나, 지나치게 

큰 power에서는 lag가 오히려 나빠졌다. 이것은 bias power 증가에 따라 ion 

energy및 ion flux는 증가하여 lag가 개선되지만, 지나치게 큰 에너지 및 flux의 

경우, 과잉 positive ion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charge up 현상에 의한 ion deflect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high power 조건의 경우, 펄스 플라

즈마 적용 시 개선된 lag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10 kHz, duty ratio 25 %의 펄

스 플라즈마의 경우, 3.0 %라는 매우 양호한 lag 결과를 얻었다. 펄스 플라즈마

로 인해 lag가 개선된 이유는 power off 시간 동안 negative ion의 생성이 가능하

여 이에 의한 positive ion의 전하 완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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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trench profile 조절 측면에서는, 이온의 에너지가 중요한 인자였다. 즉, 

high bias power를 사용한 펄스 플라즈마의 경우 매우 개선된 profile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높은 bias power의 경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온의 공급이 가능

하고, 펄스 적용 시 surface charging을 조절함으로써 aspect ratio가 큰 패턴까지 

고 에너지 이온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나노급 실리콘 트렌치 식각 시 나타나는 RIE lag 현

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lag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식각 파라미터 별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나노급 트렌치 식각에서는 charge up에 

의한 lag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온의 기판 및 

펄스 플라즈마의 사용이 필요한데, 특히, 펄스 플라즈마의 경우 profile 및 lag 

측면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UVL Mask 제작을 위한 TaN 흡수체의 건식 식각 특성 

 

50 nm 이하의 나노 디바이스 제작을 위해서는 EUV(Extreme Ultra Violet) 

Lithography 기술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반사형 mask라는 새로

운 구조의 mask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흡수체로 TaN, 

Buffer layer로 Ru의 구조로 이루어진 EUV mask 제작에 필요한 흡수체 TaN 박

막에 대한 건식 식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흡수체인 TaN 식각에서 가장 요

구되는 특성은 buffer layer인 Ru에 대한 고 선택비 및 etch 후 mask의 높은 반

사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u에 대한 고 선택비 및 높은 EUV 반사율에 

목표를 두고, CCP type의 식각 장치에서 할로겐 가스의 종류, RF Power, 압력 변

화에 따라 TaN의 건식 식각 특성을 연구하였다. SF6 및 CF4 가스를 주된 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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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로 사용한 경우가 Cl2 가스를 사용한 plasma 대비 TaN 식각률이 높았으며, 

이는 식각 시 발생하는 식각 부산물인 TaF5가 TaCl5보다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

이었다. 한편, Ru은 oxygen이 배제된 plasma의 경우, 식각이 거의 되지 않았는데, 

Ru은 RuO4라는 휘발성 물질의 형태로 식각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O2

를 배제한 plasma에서는 TaN의 식각률이 높을수록 Ru에 대한 선택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혼합 가스 조합 중 TaN 식각률이 높은 SF6/Ar 혼합가

스를 식각 조건으로 택하였다.  

혼합 가스 중 식각률이 높은 SF6/Ar 플라즈마에서 식각 파라미터 변화에 의

한 식각 특성을 살펴보았다. TaN은 RF power 및 Pressure 증가 및 SF6 가스의 유

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각률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Ru 박막에 대한 선택비

도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TaN 식각률 132 nm/min, 선택비 143 이라는 고 선택

적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조건을 실제 EUV mask 구조의 시료에 over etch 

100 %의 조건으로 TaN 박막을 식각 하였을 때, Ru buffer layer가 남아있음을 

AFM과 XPS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때 표면 거칠기는 2.27 Å 으로 매우 평

탄하였다. 13.5 nm의 EUV beam을 식각한 시료에 입사시킨 후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x-ray CCD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결과, reference mirror (반사도 60 %)의 

image및 intensity면에서 차이가 없음으로 식각에 의해 반사도가 저하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한편, 식각 공정에서 남아있던 Ru buffer layer는 O2 가스를 사용

한 에싱 공정에 의해 제거되어, mirror가 드러나지만, EUV beam 의 반사도는 저

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식각 시 buffer layer에 대한 고 선택적 식

각 조건이 Mask의 반사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EUV mask 구조의 시료를 사용하여, TaN 건식 식각과 후속 공정에

따른 EUV 반사도를 측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표면 거칠기 측정을 통해, 

반사도를 예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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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반도체 IGZO의 건식 식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산화물 반도체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 받고 있는 IGZO 

(Indium Gallium Zinc Oxide) 박막의 건식 식각 특성을 CCP type의 식각 장치에서 

할로겐 가스의 종류, RF Power, 압력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았다. 혼합 가스인 

BCl3/O2 plasma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건식 식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250 

nm/min의 매우 높은 식각률을 얻을 수 있었다. BCl3/O2 혼합 가스에서 BCl3 가

스의 유량비가 증가할 수록 IGZO의 식각률은 증가하였는데, O2가 첨가되지 않

은 경우엔 식각이 발생하지 않았다. O2 첨가로 인한 IGZO의 식각률 향상의 원

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었다. 우선, O2는 일련의 BCl3의 산화 

분해 반응 (oxidative dissociative attachment)을 통해, IGZO와 반응하기 쉽도록 만

들어주며, 식각의 부산물로써 BOClx, BOx 등의 휘발성 물질의 생성을 쉽게 하

여 줌으로써 식각이 보다 잘 일어나도록 도와줌을 XPS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O2 가스는 식각 부산물로써 Zn(ClO3)2와 같은 휘발성의 산 염화물(oxy-

chloride)이나 Ga(ClO4)3이나 In(ClO4)3와 같은 수용성의 과 염소산염(perchlorates)

의 형성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며, 이는 oxygen 성분이 없는 ZnCl2, InCl3등

의 식각 부산물 보다 제거가 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GZO의 식각이 잘 일어

날 수 있도록 하여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량의 O2 가스만으로도 식각이 

잘 일어난 이유는 IGZO의 식각이 시작되면, damage를 입은 IGZO 박막으로부터 

oxygen 성분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O2 가스의 역할은 initiator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BCl3/O2 Plasma로 식각 후 거칠어진 표면은 식각 부산물의 cond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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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었고, 일부는 DI rinse에 의해 제거되는 수용성의 과 염소산염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DI rinsing 후에도 제거되지 않는 부산물은 Ar 가스를 식각 

시 첨가한 조건에서 개선할 수 있었는데, 이는 Ar 가스의 ion bombardment 특성

에 의해 비 휘발성 byproduct의 표면 흡착 현상이 방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

었다.  

본 연구는 IGZO 박막이라는, 건식 식각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던 새

로운 물질에 대한 식각을 시도하였고, 높은 식각률을 얻을 수 있는 식각 

Chemistry를 찾고 그에 대한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IGZO를 channel로 사용하는 차세대 디바이스 제작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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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ry etching technology using plasm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for 

the micro fabrication in nanometer semiconductor. For the reduction of production cost, 

the integration density of the semiconductor devices is steadily increasing and results in the 

nanometer semiconductor. Also, the new materials and new structures are being introduced 

to the semiconductor devices for the increase of performance of device. Therefore, the 

researches on the dry etching technologies for nanometer devices and new materials are 

intensively required. Moreover, the dry etching technology is needed to apply in display 

devices. As portable display industry is growing and diversified, the demand for the small 

display device are growing, thus the dry etching technology which is useful for fine 

fabrication is required to the display devices. Consequently, the dry etching technology is 

needed in various application areas and the important research points vary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processes. In this paper, the RIE (Reactive Ion Etch) lag phenomena in 

nanometer semiconductor STI etching, the dry etching characteristics of TaN for the EUV 

mask and transparent oxide semiconductor IGZO (indium-gallium-zinc oxide) etching was 

studied and the results are reported as follows.  

 

STI (Shallow Trench Isolation) which defines the active area is a basic pattern of 

semiconductor device. As the integration density of the semiconductor devices increases, 

the required AR (aspect Ratio which is defined as feature depth divided by feature width) 

of the silicon trench for the isolation rapidly increases. The RIE (Reactive Ion Etch) lag or 

ARDE (Aspect Ratio Dependent Etching) effect usually gets worse as the AR increas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tch parameter dependence of the RIE lag of na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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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trenches by HBr/O2 plasma in an 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er. As the O2 flow 

rate, the pressure and the source power were decreased and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increased, the RIE lag improved. The RIE lag dependence on the O2 flow rate and substrate 

temperature was correlated with the surface oxidation which gives rise to charging up by 

positive ions and reduction of silicon etching rate. Increased oxidation condition resulted in 

severer RIE lag. These were verified by actinometrical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measurements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alysis. When the pressure and 

source power decreased, the RIE lag improved due to the increment of average ion energy. 

As the bias power increased, the RIE lag improved, but for excessive high power, the RIE 

lag deteriorated, as the positive ions cannot reach the bottom of the trench due to the 

charging. However, the RIE lag improved at high bias powers when the RF power was 

pulse modulated. There was almost no frequency dependence of RIE lag, but the RIE lag 

improved when the duty ratio was reduced. The improvement of RIE lag in pulsed plasma 

is thought to be due to the relaxation of positive ions’ charging up by the negative ions 

generated during the power-off period. 

 

The EUV (Extreme Ultra Violet) Lithography technology should be introduced in 

nanometer semiconductor fabrication for beyond 50 nm devices. The EUV mask using 

reflective optics has a structure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ventional mas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ry etching characteristics of the EUV mask layer in which TaN and 

Ru were used as the absorber and buffer layer, respectively. The TaN absorber etching 

requires high etch selectivity of TaN over Ru to achieve the high EUV reflectivity. In this 

work, the TaN etching rate was investigated with various halogen gases in the CCP 

(Capacitively Coupled Plasma) type etching system. The etching rates with the fluor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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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es were higher than that with the chlorinated gas. Ru could not be etched without 

oxygen in all of the considered etching gases. The etching rate of TaN and its etch 

selectivity to Ru wer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RF power, pressure and SF6 gas flow 

ratio. When the real EUV mask specimens were 100 % over etched under the highest 

selectivity etching condition, the Ru buffer layer still remained, which was confirmed b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alysis. The surface roughness of etched reflective 

mirror was very small, and the EUV reflectivity was equivalent to that of the reference 

mirror (EUV reflectivity is over 60 %) which was confirmed by measuring the intensity 

and the diffracted pattern of 13.5 nm EUV obtained using X-ray CCD (Charge Coupled 

Device) camera. The Ru buffer layer could be removed by the O2 plasma used in the 

posterior photo resist ashing process without affecting the EUV reflectivity.  

 

Recently, the oxide semiconductors have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because these 

can be used for oxide thin-films transistors (TFTs) of the flexible display and transparent 

electronic devices. Among oxide semiconductor materials, the amorphous indium-gallium-

zinc oxide (IGZO) has been identified as a candidate channel material for TFTs because of 

its high mobility, high stability, and low temperature processing requirements. In this 

study, the etching characteristics of IGZO have been studied as a function of gas 

composition, pressure, and RF power in a CCP-type etcher. This work reports the results of 

the high-rate dry etching of indium gallium zinc oxide (IGZO) at room temperature using 

BCl3/O2 plasma. Both BCl3 and O2 gas were needed to etch IGZO. We achieved an etch 

rate of 250 nm/min. O2 initiates the etching of IGZO. Thus, the etch rate of IGZO steadily 

increased with increasing BCl3 gas ratio even if a little O2 gas was used. We inferred from 

th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alysis that BOx or BOClx radicals easily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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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Cl3/O2 plasma cause the etching of the IGZO material. Otherwise, the rough surface 

after etching was caused by condensation of etches byproducts. The water-soluble 

perchlorates such as Ga(ClO4)3 and In(ClO4)3 were removed by DI rinsing. The other non 

volatile byproducts were removed by addition of Ar gas. We believe that the Ar gas may 

protect to build up the non volatile byproducts on the surface. Consequently, a smooth 

etched surface results when these gases are added to the etch gas. 

 

 

Keywords: RIE Lag, ARDE, Surface oxidation, charging effect, Pulsed Plasma, EUV 

Mask, TaN etching, Ru etching, EUV reflectivity, IGZO, BCl3/O2, BOClx,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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