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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있어, nm 급 450mm 크기의 웨이퍼를 가공할 수 있는 

플라즈마 장비의 적용 시점이 곧 도래함에 따라 지금보다 1.5배 확대된 더 큰 

면적에서 더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가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적어도 450mm 웨이퍼 전면적에서 5% 이내의 밀도 균일도를 가져야 하며, 

방전 중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저압에서도 잘 동작해야 하는 높은 성능을 

가진 플라즈마 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새로운 플라즈마 장비와 

이를 위한 플라즈마 소스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유도 결합 플라즈마 

(ICP) 에 약한 자장을 걸어주는 경우 이러한 새로운 소스에 부합될 수 있는 

좋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진단 방법을 사용하여 

약자장이 걸린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여러 특성 

중에서도 특히 바이어스 파워가 플라즈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식각 시에 바이어스 파워는 흔히 이온의 거동을 

조절하는데 쓰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레이저 유기 형광 진단법(LIF)을 

사용하여 이온의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플라즈마 내 쉬스를 진단하고 

살펴보았다. 정확한 전기장의 계산을 위하여, 외부의 전기장의 DC 일 경우와 

RF 일 경우를 나누어 각각 LIF 스펙트럼을 컴퓨터 전산 모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때 기존의 계산 모델들이 전기장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스타크 효과의 에너지 밴드만을 고려한 반면, 새로 고안된 모델은 에너지 

밴드 뿐만 아니라 천이 확률도 함께 고려하여 정확한 스펙트럼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LIF 에 적용하여, ICP 에서 바이어스 파워에 RF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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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을 때에 쉬스의 경계면이 그 위상에 맞춰 진동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으며 바이어스 파워가 플라즈마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ICP 에 자장을 가했을 때 쉬스가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자장이 플라즈마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인 밀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소스 파워와 함께 바이어스 파워를 플라즈마에 인가하는 주된 이유는 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인 플라즈마의 밀도와 이온의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조절하기 위함이다. 보통 플라즈마의 밀도는 높은 주파수 성분의 

소스 파워에 의하여 조절되며, 이온의 에너지는 낮은 주파수의 바이어스 

파워에 의하여 조절하곤 하는데, 이 둘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이 있다는 점이 용량 결합 플라즈마(CCP) 에서 

연구되어 왔다. 또한, CCP 에 약한 자장을 걸어주면 그러한 현상이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P 에서도 CCP와 유사한 현상이 관측되었는데, ICP 

에서도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할 수록 플라즈마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또한, CCP와  마찬가지로 ICP 에서도 약한 자장을 인가하면 두 

소스 사이의 영향력이 줄어 드는 현상을 관측하였다. 이는 ICP 와 약자장이 

걸린 유도 결합 플라즈마 사이 (M-ICP) 에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다름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되어 진다. 실제로 ICP 에서는 비정상적 표피 효과로 

인한 에너지 전달이 지배적인 반면, M-ICP 에서는 플라즈마 내부에 다양한 

파동이 여기되며 그 중 R-wave 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다. R-wave 와 같은 wave 에 의한 에너지 전달 효율은 일반적으로 다른 

방식에 의한 것보다 매우 높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 효율이 

비교적 낮은 바이어스 파워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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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싱글 랑뮤어 프루브와 듀얼 랑뮤어 프부브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에 부가되는 전자 회로와 프로그램 또한 직접 제작하여 

높이별 밀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EEPF 를 측정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R-

wave 의 존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마그네틱 프루브도 제작하여 M-ICP 내에서 

R-wave 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식각에서 식각과 가장 밀접한 진단 방법은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온의 플럭스와 에너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포인트에서 동시에 이온 에너지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되었다. 이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식각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가스와 아르곤 가스의 혼합 가스를 방전시켜 반도체 

소자 제작에 있어 중요한 유전 물질 중의 하나인 산화막을 식각하여 

비교해보았다. 특히, 반경 방향으로 웨이퍼 시편을 배치하여 플라즈마의 밀도 

균일도와 이온 플럭스의 밀도 균일도 등과 식각률과의 관계 등을 

측정하였으며, 자장의 변화를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식각 균일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어 : Laser induced fluorescent technique(LIF), Magnetized ICP, Ion Energy 

Distribution Analyzer(IEDA), Bias power effect 

 

학번 : 2007-20964 

  



iv 

 

목 차 

 

  국 문 초 록  .............................................................................................   i 

  목       차  ..................................................................................................  iv 

  그 림 목 차  .........................................................................................  ix 

  표   목   차  .......................................................................................................  xiv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ICP 와 M-ICP 의 특성 연구 .......................................................   7 

  2.1 서론   ............................................................................................................    7 

  2.2 자화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의 개요    ...............................................     9 

    2.2.1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 전력 전달 매커니즘   ..........................    9 

    2.2.2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종류    ............................................    11 

    2.2.3 자화된 유도 결합 플라즈마    ..................................................   14 

    2.2.4 자장에 의한 confinement 메카니즘 및 R-wave 여기  ...................   16 

  2.3 실험에 사용된 유도 결합 플라즈마(ICP) 장치       .........................   19 

    2.3.1 반응 용기 및 외부 자장 발생부     .............................................    19 

    2.3.2 전력 전달부     ..............................................................................    22 

  2.4 실험에 사용된 유도 결합 플라즈마(ICP) 장치의 기본 특성   ........    24 

    2.4.1 압력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    24 

    2.4.2 일반 ICP 와 M-ICP 간 플라즈마 변수의 비교  ..........................    25 

 



v 

 

제 3 장 레이저 유기 형광법을 이용한 플라즈마 쉬스의 진단 ......    30 

  3.1 플라즈마 쉬스의 특성       ..............................................................      30 

  3.2 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플라즈마의 진단 방법      .......................     33 

    3.2.1 Emission spectroscopy diagnostics      ..............................................    33 

    3.2.2 Opto-galvanic technique       ....................................................    33 

    3.2.3 레이저 유기 형광 (Laser-induced fluorescent)   ..........................    34 

    3.2.4 라만 분광    ......................................................................................    35 

    3.2.5 Two-photon 기법      ........................................................................    36 

  3.3 레이저 유기 형광법의 기본 원리 및 장치의 구성      ..................    37 

    3.3.1 레이저 유기 형광법의 기본 원리     .................................     37 

    3.3.2 LIF 스펙트럼으로부터 전산 모사로 계산된 전기장의 세기........    42 

    3.3.3 레이저 유기 형광법을 위한 일반적인 실험 장치의 구성   ......    45 

  3.4 자화된 플라즈마에서 쉬스에 관한 연구          ..........................    50 

    3.4.1 서론        ........................................................................................    50 

    3.4.2 장치의 구성         ...............................................................    50 

    3.4.3 실험 결과 및 토의      ............................................................    53 

3.5 시간 분해능을 가지는 레이저 유기 형광법을 이용한 쉬스의 연구.....    56 

    3.5.1 서론       ......................................................................................     56 

    3.5.2 장치의 구성     ...............................................................................    56 

    3.5.3 실험 결과 및 토의        ............................................................    57 

3.6 요약       ...............................................................................................     60 

 

제 4 장 랑뮤어프루브를 이용한 플라즈마의 진단      .................    61 



vi 

 

  4.1 Langmuir probe 를 이용한 bulk plasma 진단     .................................    61 

    4.1.1 싱글 랑뮤어 프루브(SLP)의 기본 원리       ............................    61 

    4.1.2 RF 보상된 SLP       .................................................................     65 

    4.1.3 SLP 전압 발생 회로 및 측정 회로     ......................................    65 

    4.1.4 SLP 의 I-V 커브로부터 플라즈마 변수의 계산법     .................    68 

    4.1.5 SLP 구동용 프로그램     ....................................................    71 

  4.2 Dual Langmuir probe         ...........................................................    73 

    4.2.1 듀얼 랑뮤어 프루브(DLP)의 기본 원리      ...............................    73 

    4.2.2 DLP 전압 발생 회로 및 측정 회로의 제작       ......................    75 

    4.2.3 DLP의 I-V 커브로부터 플라즈마 변수의 계산법        ............    76 

    4.2.4 DLP용 프로그램의 제작        ...................................................    77 

    4.2.5 DLP 와 SLP 의 데이터 비교         ............................................    79 

  4.3 Magnetic probe 를 이용한 시변 자장의 공간 분포 측정         ...    80 

    4.3.1    probe 의 측정 원리와 문제점        .......................................    80 

    4.3.2 Electrostatic pickup rejection probe        ...........................................   82 

    4.3.3    probe 의 제작              ................................................    83 

 

  4.4 약 자장이 걸린 플라즈마에서 바이어스 파워가 플라즈마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83 

    4.4.1 서론     ..............................................................................................    83 

    4.4.2 실험을 위한 장치의 구성     .........................................................    84 

    4.4.3 실험 결과 및 토론       .................................................................    86 

    4.4.4 요약 및 결론     ............................................................................    97 

 



vii 

 

제 5 장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를 이용한 플라즈마의 진단  ......   98 

  5.1 서론    ..................................................................................................    98 

  5.2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 이론 및 구조  ............................................    98 

    5.2.1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의 이론   ...............................................    98 

    5.2.2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IEDA) 의 구조   ................................    103 

  5.3 다중 측정점을 가지는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의 개발 ...............    105 

    5.3.1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 센서의 개발   ....................................    105 

    5.3.2 전류 측정 회로의 개발   ...........................................................    115 

    5.3.3 Discriminator grid 를 위한 파형 발생기의 제작   .......................    118 

    5.3.4 파형 획득 장치의 제작   ...............................................................    120 

    5.3.5 단말기용 컨트롤러의 제작   ..........................................................    121 

  5.4 측정 결과        .....................................................................................    124 

    5.4.1 바이어스(13.56MHz ) 파워에 따른 IED     ..............................    124 

    5.4.2 바이어스(2MHz)  파워에 따른 IED      ....................................    126 

    5.4.3 실험 요약 및 결론      .................................................................    128 

 

제 6 장 산화막 식각 플라즈마에의 응용  ........................................    130 

  6.1 서론    ....................................................................................................    130 

  6.2 실험 장치  ..........................................................................................    133 

  6.3 실험 결과 및 해석 ...................................................................................    138 

    6.3.1 기판 위 온도 분포 측정 결과 .......................................................    138        

6.3.2 자기장 세기에 따른 이온 에너지 분포의 변화 ..........................    139 

    6.3.3 바이어스 파워와 Etch rate 간의 관계      .................................    143 



viii 

 

    6.3.4 공간 내 시변 자기장 분포 측정 결과      ...............................    146 

  6.4 결론     ...............................................................................................    150 

 

제 7 장 결론  ....................................................................................    151 

 

참고 문헌  ............................................................................................................    154 

ABSTRACT  .......................................................................................................     158 

  



ix 

 

그 림 목 차 

 

그림 1.1 450nm wafer 에 대한 ITRS roadmap 

그림 2.1 평판형 유도 결합 플라즈마 장치의 개념도  

그림 2.2 실린더형 유도 결합 플라즈마 장치의 개념도 

그림 2.3 M-ICP 의 반응 용기 구성 

그림 2.4 압력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 

그림 2.5 압력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 

그림 2.6 소스 파워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 

그림 2.7 ICP와 M-ICP 에서 반경 방향 플라즈마의 밀도 분포 

그림 3.1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 분포 

그림 3.2 플라즈마 임피던스 변화 시 발생하는 LOG 데이터 

그림 3.3 스타크 효과 

그림 3.4 헬륨 n=11 상태에서 전기장에 따른 에너지 준위변화의 계산 

그림 3.5 헬륨 n=11 상태에서 전기장에 따른 각 에너지 준위의 세기 

그림 3.6 (a) 전기장이 DC 일 때와 (b) 전기장이 RF일 때 각각 전기장의 세기

에 따른 LIF 스펙트럼 

그림 3.7 전기장이 DC 일 때에 (좌)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각 피크간의 거리 



x 

 

및 (우)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가장 키 큰 피크의 파수 

그림 3.8 전기장이 RF 일 때에 (좌)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각 피크간의 거리 

및 (우)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가장 키 큰 피크의 파수 

그림 3.9 the excitation transfer of Helium 

그림3.10 자화된 플라즈마 내의 쉬스를 측정을 위한 장치 설정 

그림 3.11 높이에 따른 (상)전기장 분포와 (하)전위 분포 

그림 3.12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쉬스의 두께 

그림 3.13 소스 파워의 크기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와 전자 온도 

그림 3.14 (상) 위상에 따라 측정된 LIF 신호와 (하) RF 상 각 위상의 위치 

그림 3.15 위상에 따른 높이별 전위 분포 

그림 4.1 Single Langmuir probe 의 구성 

그림 4.2 Sing Langmuir probe 의 전압 - 전류 관계 그래프 

그림 4.3 RF compensated SLP 

그림 4.4 PA78을 이용한 고전압 고전류 증폭기의 회로도 

그림 4.5 제작한 회로에 삼각파를 인가했을 때의 전압 출력 

그림 4.6 선형 근사된 이온 포화 전류 

그림 4.7 SLP 프로그램의 모습 



xi 

 

그림 4.8 DLP 의 프루브 부분의 모양 

그림 4.9 DLP 를 이용하여 구한 I-V 커브 

그림 4.10 DLP 의 구성 

그림 4.11 선형 근사된 DLP의 I-V 커브 

그림 4.12 제작된 DLP 프로그램의 모습 

그림 4.13 다양한 종류의 B dot probe 

그림 4.14 사용된    probe 의 회로적 모델링 

그림 4.15 장치의 구성 

그림 4.16 OES 를 이용하여 측정된 (상) 소스 파워에 따른 Br 의 밀도 변화 및 

(하)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Br 의 밀도 변화 

그림 4.17 ICP 상에서 소스 파워에 따른 전자 온도와 플라즈마 밀도의 변화 

그림 4.18 ICP 에서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높이별 플라즈마의 밀도 변화 

그림 4.19 M-ICP 에서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높이별 플라즈마의 밀도 변화 

그림 4.20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EEPF 의 변화 

그림 4.21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이온 전류 밀도 

그림 4.22 높이에 따른 zB  의 분포 

그림 4.23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플라즈마 전위와 negative DC bias 의 차이 



xii 

 

그림 5.1 이온 에너지 분석기의 구조와 전위 분포 

그림 5.2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의 (상) raw I-V 커브와 (하) 이를 미분한 그

림 

그림 5.3 IEDA 각부의 명칭 

그림 5.4 FEMM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5 각 기체별 Paschen's curve[49] 

그림 5.6 제안된 IEDA 센서의 기본 구조 

그림 5.7 IEDA 센서 케이스 디자인 

그림 5.8 IEDA 센서 콜렉터 레이어 디자인 

그림 5.9 IEDA 센서 절연 및 메쉬 레이어 디자인 

그림 5.10 콜렉터센싱 회로(Ver 3.0) 의 개념도 

그림 5.11 콜렉터센싱 회로(Ver 3.0) 의 PCB 디자인 

그림 5.12 Discriminator Waveform 생성을 위한 개념도 

그림 5.13 사용된 DAQ 의 사진 

그림 5.14 MFC 로 제작된 윈도우용 컨트롤러의 모습  

그림 5.15 바이어스 파워(13.56MHz)에 따른 IED 의 변화 

그림 5.16 바이어스 파워(2MHz)에 따른 IED 의 변화 



xiii 

 

그림 6.1 새로운 실험 장치의 구성 

그림 6.2 새로운 시스템의 반경 방향 자장의 세기 분포 

그림 6.3 반경 방향 IED 를 측정하기 위한 다중 측정점 IEDA 의 구성 

그림 6.4 웨이퍼 시편의 위치 

그림 6. 5기판 위 온도 분포 

그림 6.6 반경 방향으로의 플라즈마 밀도 

그림 6.7 자장에 따른 time-varying Bz field 

그림 6.8 자장 별 IED 의 반경 방향 분포 

그림 6.9 자장 별 Ion Flux 의 반경 방향 분포 

그림 6.10 반경 방향으로의 이온 에너지 분포와 평균 이온 에너지의 곱 

그림 6.11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식각률 

 

  



xiv 

 

표 목 차 

 

표 3.1 헬륨 원자의 양자 결손    

표 3.2 실험에 사용된 Nd:YAG 레이저의 사양    

표 4.1 DLP 와 SLP 의 데이터 비교   

표 6.1 자장 분포 별 전류 조건   

표 6.2 다중 측정점 IEDA 에서 채널의 반경 방향 위치    

표 6.3 자장에 따른 식각 균일도   

 



1 

 

제 1장 서론 

 

 물질의 상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의 변화는 

주변 온도 변화에 의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높아진다. 이 때에 조금 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경우 플라즈마가 되는데, 양이온과 전자로 나누어져 양장의 

전하량이 거의 같은, 전체적으로 중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플라즈마란 전기적 

중성이 유지되고 있는 이온화된 기체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1].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는 번개나 오로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플라즈마의 

연구 뿐 아니라 그 용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광등, 네온 사인과 같은 광원이나 PDP 등의 디스플레이 소자로부터, 공기 

청정기나 살균기와 같은 제품, 초미세 패턴을 가지는 전자 소자의 제작에 

필요한 건식 식각 장치, 박막 증착 장치까지 그 사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그 용도가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하나의 트랜지스터에서 시작하여 현재 ULSI(Ultra-large-scale-

integration), GSI(Giga-scale-integration) 와 같은 초대형 집적 회로 소자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듯 고속, 대용량 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십 nm 급 

패턴의 선폭을 가진 소자가 양산되고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식각 공정은 이러한 나노 디바이스의 미세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소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웨이퍼의 사이즈가 점점 커짐에 따라, 대형화가 가능한 

고밀도 고균일도 플라즈마 소스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2]. 특히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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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서와 같이 차세대 nm 급 450mm 웨이퍼 용 플라즈마 장비의 적용 

시점이 향후 수년 이내로 도래함에 불구하고, 기존의 기술들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대면적에서 저압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방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6].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 방법마다 생성되는 플라즈마는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여러 플라즈마 소스들 중에서 평면형 유도 

결합 플라즈마(Planar type ICP source) 는 대면적화가 용이하고 장치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상용으로 Poly-Si Etcher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ICP 의 경우에 ECR 플라즈마나 

헬리콘 플라즈마와 같이 자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 동작 압력이 높고, 

시스템의 높은 Q 값 때문에 임피던스 매칭이 불안하여 장시간 운용하기 

힘들며, 안테나에 인가되는 높은 전압에 의한 용량 결합 성분 때문에 RF 

윈도우의 sputtering 이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3]. 이런 단점들은, 플라즈마에 

약한 자장을 걸어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ICP 에서 외부에 

자장이 인가되는 경우에 플라즈마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동이 여기 되는데 

이러한 파동으로 플라즈마 내부 깊숙이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고밀도, 고균일도의 안정된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차세대 플라즈마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4]. 그러나, 현재 

이러한 약 자장이 걸린 ICP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약한 자장이 걸린 ICP 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플라즈마 진단을 이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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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450nm wafer 에 대한 ITRS roadmap 

 

 플라즈마 진단의 목적은 플라즈마 공정 또는 플라즈마 내의 여러 화학적 

현상, 또는 물리적 현상을 밝히는데 있으며, 특히 공정 플라즈마에서는 

플라즈마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하여 공정의 결과물이 항상 일정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는 매우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여, 어떠한 변수가 

플라즈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신뢰할만한 진단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진단 장비로 

진단한 결과는 플라즈마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진단 장비 중 랑뮤어 프루브와 레이저 유기 형광법 

그리고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자장이 

걸린 ICP 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진단해 보았다. 특히 M-ICP 가 

0

5

10

15

20

25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S
il

ic
o

n
 M

a
rk

e
t 

(B
S

I)

150mm

200mm

300mm

450mm

TOTAL



4 

 

ICP 에 비하여 가지는 장점인 플라즈마의 높은 밀도 그리고 높은 균일도에 

초점을 모았다. 

첫 번째로, 쉬스에 대하여 진단을 해보았는데, 쉬스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 공정 시에 웨이퍼와 플라즈마의 경계가 되는 영역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쉬스가 자기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건식 식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이온의 에너지와 이온의 

플럭스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소스 파워를 이용하여 이온 플럭스를 조절하며, 

바이어스 파워를 조절함으로 이온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플라즈마에 

자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바이어스 파워에 따라 위 둘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바이어스 파워가 변화하는 경우 벌크 

플라즈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진단하였다. 각각의 연구에 앞서, 

대표적인 플라즈마 진단법 중 레이저 유기 형광법, 랑뮤어 프루브와 마그네틱 

프루브 등을 직접 제작하여 플라즈마 내의 여러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에 필요한 전자 회로와 전자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두 

직접 제작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장의 세기나 분포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공간상 밀도 분포가 

달라지곤 하는데, 이런 밀도 분포는 식각 균일도에 영향을 준다. 이는 자장에 

의해 실제 실리콘 박막의 식각을 통하여, 자장의 세기에 따라 식각 균일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중 측정점을 가진 IED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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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활용하였으며, 자장의 세기에 따라 식각 균일도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6 장의 식각 실험을 제외한 모든 실험은 특별히 제작된 영구 자석을 

이용한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개는 제 2 장에 

나와있다. 제 6 장의 자장 세기 변화에 따른 식각률 분포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자장의 세기 변화가 필요하므로 영구 자석이 아닌 전자석을 

이용했으나 반응 챔버의 구조는 동일하다. 추가로, 제 4 장 실험의 동기가 된 

Bromine 가스를 이용하여 산화막을 수행한 실험은 Semes 사의 장비에서 

수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반응 가스가 독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실험은 

실험의 동기가 된 그래프를 제공했을 뿐, 직접적인 실험은 이뤄지지 않은 

용기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논문은 제 1 장의 서론과 제 7 장의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7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에서는 ICP 와 M-ICP 에서의 에너지 전달 과정 등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며, 실제 실험에 사용된 M-ICP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한다. 또한 M-ICP 에서 수행한 기초 실험 등을 통하여 

장비의 특성을 파악한다. 제 3 장에서는 비침투적 in situ 방식 중 대표적인 

진단 방법인 LIF 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LIF 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플라즈마의 특성 중 대표적인 쉬스 내의 전기장을 측정하였으며,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 자장이 걸린 경우 쉬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침투적 in situ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랑뮤어 프루브와 Magnetic 

fluctuation 프루브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장이 걸린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였고, 특히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플라즈마의 특성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다중 측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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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의 제작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6 장에서는 실제 실리콘 산화막을 식각하여 얻은 데이타를 전 장들에서 얻은 

진단 결과들과 비교하여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특히 자장 

분포를 이용하여 식각 균일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7 장에선 결론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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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ICP 와 M-ICP 의 개요 

 

2.1 서론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 전원의 종류에 따라 

직류 방전과 RF 방전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의 직류 방전의 경우 글로우 방

전과 아크 방전 코로나 방전 등이 존재 하며 후자의 RF 를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형태에 따라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CCP) 와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ICP), 

표면파 플라즈마 그리고 ECR 플라즈마 등이 존재한다[7]. 실제로 플라즈마를 

응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용도에 가장 적합한 플라즈마 발생법을 선택해야 한

다. 즉 플라즈마의 열을 이용하려고 하는 용도로는 고압력 아크와 같이 밀도

가 높은 열 플라즈마가 적절한 반면, 플라즈마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박막 

제조나 플라즈마 식각 시에는 비교적 낮은 압력의 저온 플라즈마가 적당하다

[2].  CCP 는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수백 kHz 에서 수십 Mhz 에 이르는 RF 전

원을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장비로써, 구조가 간단하여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초기의 플라즈마 식각 장치인 RF Plasma Etcher 는 두 개

의 전극 중에 ground 가 된 전극에 wafer를 올려 놓고 반대편 전극에 RF가 인

가되는 방식으로, Negative Self DC bias 가 약하기 때문에 wafer 로 도달하는 이

온의 가속이 적어 식각률이 낮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의 이온 충돌에 의한 

physical 한 식각보다 radical 들에 의한 chemical한 식각이 지배적이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이후에 RF 전극 위에 wafer 가 놓이는 RIE 방식의 식

각 장치가 많이 사용되었다. 요즈음에는 양 전극에 모두 RF를 인가하거나 아

래쪽 전극에 두 개 이상의 RF 주파수를 인가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두 

개의 평행 전극 사이의 축전 결합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생성되므로, 넓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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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도 높은 공정 균일도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용량 결합 플

라즈마는 수십에서 수백 mTorr 영역의 높은 동작 압력으로 인해 높은 aspect 

ration 를 가지는 미세 패턴을 쉽게 형성시킬 수 없고, 입력 전력과 자기 바이

어스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에너지를 가진 이온이 압사

함에 따른 표면 손상이 발생한다[2].  ECR 플라즈마는 1mTorr 이하의 저압에

서도 안정적인 방전이 가능하고 높은 방전 효율을 가지는 특성이 있어 마이크

로 전자 소자 제조를 위한 식각 장비와 증착 장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한 RF 플라즈마와 달리 고에너지 이온에 의한 기판 손상이 없어 이방성

(anistropic) 식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8]. 그러나 입력 주파수인 2.45Ghz  

영역에서 효과적인 공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1000 Gauss 에 정도에 이르는 

강한 자장이 필요하며 대면적의 플라즈마를 얻기 위해서는 그 면적에 비례한 

확산 거리가 필요하게 되어 장치의 크기 및 복잡성이 증가하여 플라즈마 밀도 

손실의 문제점이 있다.  ICP 는 코일을 이용하여 RF 파워를 전달하는 방식으

로, 공진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다. ICP의 경우 장치의 구조가 간

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DC 자기장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wave 에 의해 

발생되는 플라즈마만큼 높은 밀도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CCP 보다 10 배 이상의 밀도를 가지며 CCP보다 더 저압 조건에서 방전이 가

능하다. 그러나, 외부 자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ECR 플라즈마나 헬리콘 플

라즈마에 비해 저압에서 전력 전달 효율이 감소하고, 시스템의 높은 Q값으로 

인해 임피던스매칭이 불안정하며, 플라즈마로의 전력 전달 영역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안테나에 인가되는 높은 전압에 의한 용량 성분 때문에 발생되는 RF 

윈도우의 스퍼터링이 존재한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하여 패러데이 차폐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전력 전달 효율이 감소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가스의 전자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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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가 높아 음이온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 이러한 점들이 더욱 심해지는 문제

가 있다 [2].  ICP 에 약한 자장을 걸어주는 경우에 그 특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에 자장이 인가되는 경우에 플라즈마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동이 여기 되는데 이러한 파동으로 플라즈마 내부 깊숙이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평판의 두 개의 원형 

안테나에서 유도되는 회전 전계와 수직한 방향의 외부 자장이 인가되어, 자장

에 대해 평행하게 진행하는 횡파를 여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로 인해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자기장에 의한 confinement 효과

로 고밀도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의 전력 전달 효율

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반경 방향의 밀도 균일도가 향상되며 플라즈마의 전

위가 감소한다. 시스템의 Q값이 줄어들어 방전 도중 매칭이 안정적이며, 저압

에서도 구동 가능한 점도 큰 장점이다[4]. 또한, 본 시스템은 전자석이 아닌 

영구 자석을 이용함으로 공정 전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같은 자장을 만들

기 위하여 투입해야 하는 전력은 시간당 수백 Wh 로, 이를 절약할 수 있는 

특성은 차세대 장비가 지녀야 할 필수적 요건과도 부합한다. 

 

2.2 자화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개요 

 

2.2.1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 전력 전달 매커니즘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는 외부의 코일에 13.56Mhz 27.12Mhz, 54.12Mhz 등의 주

파수를 가진 전류를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 Ampere 의 법칙에 의해 

시변하는 자계가 생성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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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또한 시변 자계가 존재할 경우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Faraday's induction law)에 

의해 시변 전계가 유도된다. 

 

       
  

  
                              (2.2) 

 

이와 같이 유도된 회전하는 전계에 의해 가속된 전자는 중성 기체 분자와 충

돌을 일으키고 이온화시켜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게 된다[4].  복소 유전 상수 

 으로 표현되는 매질 내로 전자기파가 입사하는 경우 공간적인 전자파의 감쇄 

상수  는 

  
 

 
                                     (2.3) 

 

와 같이 주어진다. 플라즈마의 유전 상수    

 

        
    

 
    

      

        
   

    

 
                (2.4)  

 

을 대입하면 전자기파의 침투 깊이(skin depth)  는    이 된다. 만일 외부 여

기 주파수가 전자-중성간의 충돌 주파수보다 매우 큰 경우 즉,      인 경

우 비충돌성 침투 깊이(collisionless skin depth or reactive skin depth)는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여기서 는 플라즈마의 주파수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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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전자-중성 입자간의 충돌 주파수가 여기 주파수보다 매우 클 경우 

즉,      인 경우의 충돌성 침투 깊이(collision skin depth) 는  

  
 

   
 
   

 
                                 (2.6) 

로 주어진다 

만일 전자의 열운동을 고려할 때 그 속도가 충분히 빨라 가해진 전계의 교

번 주파수와 충돌 주파수로 결정되는 시간 범위 내에서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전계를 통과하는 경우 즉, 전계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빠른 속도로 표피

층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비정상 표피 효과(anomalous skin depth) 가 존재하며, 

침투 깊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7) 

 

이러한 비정상 표피 효과는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시변 전계 하에서 전

자-중성 입자간의 충돌 없이 전자를 가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7]. 1949년에 

Pipard[25]가 금속 표면의 고주파 표피 저항을 설명하기위해 도입된 이후, 저압

에서 동작하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중요한 전자 가열 메커니즘으로 인식되

고 있다[26]. 

 

2.2.2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종류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는 크게 실린더 type의 유도 결합형과 평판형의 유도 

결합형이 있다[7]. 이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2.1와 그림 2.2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2.1의 평판형 type의 경우, 가운데서부터 밖의 방향으로 1~4회의 와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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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wire(통상 구리선)를 감은 형태로 Source를 위한 장치가 반응 용기밖에 

형성되어, 진공 상태로 유지되는 반응 용기내부와 분리된다. 플라즈마의 밀도 

균일도를 높이기 위하여 와선형이 아닌 동심원 형태의 배치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바깥쪽 코일과 안쪽 코일 간에 서로 다른 파워를 인가하여 손쉽게 밀도 

분포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코일에 RF 파워를 피딩하는 전선을 어떻게 연결

하냐에 따라 밀도 분포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

다.  코일에는 capacitive 매칭박스를 통하여 보통 13.56Mhz 나 27.12Mhz 의 주

파수를 가진 50옴 전원 공급기가 연결된다. 한편, 와선형 또는 동심원 형태의 

안테나부터 전자기파가 반응 용기내부로 침투할 수 있도록 아노다이징 알루미

늄 압축 분말이나 쿼츠와 같은 절연물질 (Dielectric)을 반응 용기상부에 위치

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응 용기내부에 Gas를 인가하

고 안테나에 고주파를 가했을 때, 반응 용기내부로 전자기파가 반응 용기상부

의 절연체를 통해 투과하여 들어옴으로써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방식이다.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 유도 결합과는 별도로 동시에 정전 결합도 발생할 

수 있다.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 코일은 RF 전력 인가 시에 수백V ~ 수kV까

지의 높은 전압이 걸려, 용량 결합 플라즈마의 전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정전 결합을 통한 정전 결합 플라즈마 발생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제

거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차폐된 Faraday shielding 을 사용하기 한다. 이는 안

테나 코일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 중에서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자기장은 통과시키고 고주파 전압에 의해 발생되는 정전결합을 없애기 위해 

전기장을 없애는 장치로서 고주파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안테나 코

일과 RF window 사이에 도선을 장치하거나 슬롯을 만든 금속 도체통 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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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fer가 놓이는 기판에는 RF 전력이 별도로 인가되는데, 이는 유도 결합 플

라즈마 소스로부터 발생된 플라즈마 내 이온의 에너지가 거의 없으므로, 비등

방 식각 프로파일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Sheath 전압을 고주파를 기판에 가

함으로써, DC Bias가 발생되도록 하여 이온을 당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별도로 구성된 바이어스 파워로 이온 에너지의 조절이 독립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그림2.2 의 실린더 type의 경우는 반응 용기주위에 코일을 

감는 형태로써, 이때는 반응 용기 벽의 물질을 절연체를 사용하여 전자기파가 

반응 용기로 침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따라서 기본 동작 원리는 실린더형

이나 평판형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7].  

 

 

그림 2.1 평판형 유도 결합 플라즈마 장치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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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실린더형 유도 결합 플라즈마 장치의 개념도 

 

 

2.2.3 자화된 유도 결합 플라즈마 

   

 플라즈마가 자화되는 경우에는 플라즈마 내부에 다양한 파동이 나타나며, 외

부의 시변 전계 또는 시변 자계가 플라즈마 내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상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평판 타입의 원형 안테나에서 유도되는 회전 

전계와 수직한 방향의 외부 자장이 인가되어, 자장에 대하여 평행하게 진행하

는 횡파를 쉽게 여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파동 현상에 대하

여 살펴본다. 

 공정 플라즈마는 대게 Cold 플라즈마이므로, 이온의 열 운동은 무시할 수 있

다. 이 때 전자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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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플라즈마 매질의 유전율은 텐서(dielectric tensor) 로 기술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9) 

 

주어진 유전 텐서와 파동 방정식 

 

           
  

  
                              (2.10) 

 

에서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파동의 분산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자장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횡파의 경우 분산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2.11) 

 

이는 각각 우회전파(right  circularly polarization wave, R-wave) 와 좌회전파(left 

circularly polarization wave, L-wave) 를 나타낸다. 만약   가 전자 싸이클로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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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는 휘슬러 파동(Whistler wave)의 분산 관계식을 

얻게 되는데 이는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다. 

 

   
  

   
                                    (2.12) 

 

실험 영역에서의 특성 주파수의 크기는 

 

   
   

 
     

   
 

   
 
 

                              (2.13) 

   
   

 
     

   
 

   
 

 

 
                             (2.14) 

 

이므로               의 영역에서는 낮은 주파수의 우 회전파가 존재

함을 예상할 수 있다[10]. 

 이 경우에 에너지 전달은 입자간 충돌에 의한 저항성(Ohmic) heating 에만 의

존하는 것이 아니라, wave heating 에도 크게 의존하게 된다. Wave heating 에 의

한 플라즈마가 주로 저항성 heating 에 의한 플라즈마보다 전력 전달 효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에, 상대적으로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게 된다.  

 

2.2.4 자장에 의한 confine mechanism 및 R-wave 의 여기 

 

 밀도에 gradient(  ) 가 존재하면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확산 계수 값

에 지배를 받게 된다. 자장이 없을 경우 확산 계수 D는 다음과 같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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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 주파수)                    (2.15) 

 

 즉 D값은 열 에너지(kT) 와 질량(m) 그리고 충돌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충돌 주파수는 압력에 비례하므로 하전 입자의 확산 손실이 적으려면 압

력이 높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장이 인가되면 압력이 낮을수록 자장과 수직한 방향으로의 확산 손

실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7].  

 

            
                                (2.16) 

 

특히   
       인 경우에는 

             
  

 

가 되므로 자장의 세기가 클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값이 작아지므로 하전 입

자들의 자장과 수직한 방향으로의 확산 손실이 줄게 되어 고밀도의 플라즈마 

생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확산계수의 값을 비

교해 보면   값의 역할이 서로 반대됨을 알 수 있다. 자장이 없을 때는 D값이 

  값과 반비례하게 되는데 이는 충돌이 입자의 운동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자장이 있을 때는 값이   값에 비례하게 되는데 자기장를 중심으로 회

전하고 있는 입자들의 guiding center 가 자장과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충돌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장에 의한 confinement 효과가 커지려면 압력은 

낮고 자장의 세기는 커야 함을 알 수 있다[4]. 

  이처럼,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 약한 자장을 걸어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

는데, 확산 반응 용기를 쓰지 않는 비교적 짧은 거리 내에서 wave 를 여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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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장점 이외에 저압에서 동작이 용이하며, 저압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시

킬 수 있고 용량 결합 성분의 감소로 석영창의 손상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임

피던스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대면적의 균일한 플라즈마를 발

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는 식각의 비등방도와 고선택비, 고

식각률을 얻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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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에 사용된 유도 결합 플라즈마 (ICP) 장치 

 

2.3.1 반응 용기 및 외부 자장 발생 장치 

 

 장비의 전체적인 개념도와 실제 제작된 모양은 그림 2.3 과 같다. 반응 용기

는 외부 자장이 투과될 수 있도록 비자성체인 SUS-316 을 사용하였으며, 반응 

용기는 지름이 600mm, 높이가 320mm 크기의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다. 측면

에는 레이저 입사와 집광을 위해 쿼츠로 제작된 4개의 윈도우가 사방에 부착

되어 있다. 압력측정기는 Granvil phillips 社의 Micro-Ion plus 를 사용하였다. 반

응 용기의 위쪽은 진공을 잡고 또한 ICP 타입의 RF 파워를 잘 전달하기 위하

여 세라믹 재질의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다. 세라믹 윈도우에는 챔버 내에 가

스를 공급하기 위한 샤워 헤드 방식으로 작은 원형 홀이 동심원 모양으로 뚫

려 있어 챔버 내의 가스의 흐름이 반경 방향으로 대칭이 되도록 하였다. 반응 

용기의 아래쪽엔 압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게이트 밸브(VAT社의 Pandulum 

vlave) 가 연결되어 있으며, 게이트 밸브 아래쪽엔 고진공을 만들기 위한 터보 

펌프(Seiko Seiki社의 STC-3503C) 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터보 펌프 가동 시

에 챔버 내의 압력을 
6101  Torr 이하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진

공을 위한 로터리 펌프를 반응 용기와 터보 펌프에 밸브를 통해 병렬로 연결

하였다. 반응 용기 내로 주입 되는 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MFC (MKS사, 247C) 를 사용하였다. 

반응 용기에 자장을 걸어주기 위하여, 7개의 영구 자석 배열을 사용하였으며, 

측면에 2개, 반응 용기 위쪽에 3개를 나란히 배열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2개를 

나란히 부착하였다. 영구 자석 배열은 전체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여, 자장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착된 각 자석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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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기판 홀더 기준 26 Gauss 의 수직 방향의 

자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2.4 는 실제로 측정된 자기장의 분포를 보여 

준다. 반경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이는 플라즈마의 불

안정을 없애기 위함이다. 플라즈마의 밀도는 보통 벽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데, 밀도의 gradient 방향과 자기장의 gradient 방향이 일치하면 보통 플루트 불

안정(Flute instability) 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10].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gradient 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반경 방향으로 자기장

의 세기가 조금씩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자기장의 세기는 선행 논문에서의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28]. 전체 시스템이 자장 분포를 만들기 위하여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관계로 자장을 미세하계 변화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구 자석 대신에 자장의 세기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자

석을 사용하도록, 후에 개조되었는데 이는 6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따라

서 5장까지의 결과는 영구 자석 배열을 이용한 결과들이며, 6장의 결과는 전자

석을 이용한 결과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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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ICP 의 반응 용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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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M-ICP 에서 반경 방향으로의 자장 분포 

 

2.3.2 전력 전달부 

 

ICP 전력 전달을 위하여 planar 타입의 두 개의 원형 턴을 가지는 안테나가 

사용되었으며, 이 때에 각각 안테나의 반지름은 8.5cm 와 18.5cm 이다. 안테나

의 재질은 장시간의 플라즈마 운전 시 발생하는 저항 가열에 의한 코일의 과

열을 막기 위하여 냉각수를 코일 안으로 흘려주기 위하여 속이 빈 구리 파이

프를 사용하였다. 이 안테나에 매칭 박스를 통해 27.12MHz 의 RF 소스(New 

Power Plasma社 NPW-5KETJS) 를 연결하였으며, 냉각을 위하여 코일 내부로 

냉각수를 흘려주었다.  

코일의 크기와 턴 수는 플라즈마 발생 면적과 임피던스 정합 및 방전 개시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 유도성 부하의 파워 매칭은 보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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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Capacitor 로 가능하다. 본 장치는 두 개의 턴을 가진 안테나이므로 조금 

더 특별한 구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안테나가 두 개의 원형 턴을 가지는 

경우에 2개의 독립된 RF 전원 소스를 사용하여 바깥쪽 코일과 안쪽 코일에 

각각 다른 양의 전력을 인가하여 플라즈마의 밀도 분포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러나 본 장비에서는, 바깥쪽 코일과 안쪽 코일의 임피던스 정합을 위하여 하

나의 Capacitor (C3) 를 추가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Capacitor 연결 구성은 (주) 

주성엔지니어링의 특허를 차용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Capacitor (C3) 의 값을 

조절함으로 간단하게 플라즈마의 반경 방향의 공간적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C3 값은 마찬가지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플라즈마의 밀도 분포가 가장 균일한 경우의 값을 선택하여 고정하였다. Wafer 

등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기판 홀더는 반응 용기의 바닥면으로부터 16cm 높이

에 위치하며, 중앙부에 13.56Mhz 주파수의 RF 파워(영신 RF社 YSP10AF)를 매

칭 박스를 통하여 연결하였다. 추가적으로 기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

기 위하여 외부 냉각 장치(chiller)를 부착하였으며 냉각수관을 통하여 냉각액

을 흘릴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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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험에 사용된 유도 결합 플라즈마 (ICP) 장치의 기본 특성 

 

2.4.1 압력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그림 2.5 는 각 구동 압력별로 소스 파워에 따른 Ar plasma 의 밀도를 나타

내는 그림이다. 바이어스 파워는 인가하지 않았으며, Ar의 flow rate를 60sccm 

으로 고정 후에, gate 밸브를 조절하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그림에서 y축 스케일은 log 로 표시되어 있는데, 50mTorr 에서의 압력이 너무 

높아 2mTorr 와 10mTorr 에서의 압력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

은 조건의 소스 파워에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플라즈마의 밀도도 크게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압력 조건에서 볼 때에, 소스 파워에 거의 선형으로 비례하여 밀

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압력이 낮을수록 방전 개시가 쉽지 않아, 2mTorr  

의 낮은 압력 조건에서는 600W 이상 소스 파워를 가해줘야 플라즈마를 구동

할 수 있었다. 그림에서 보듯, 다양한 밀도 범위를 가지는 10mTorr 에서 반응 

챔버의 상태가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따라서 이후 실험은 대부분 10mTorr 에서 

진행되었다. M-ICP 의 경우 거의 모든 압력 조건에서 방전이 안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ICP 에서의 압력 조건을 맞춰야 서로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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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압력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 

[ Ar, 60sccm , Source : 27.12Mhz, Bias : 0W(13.56Mhz) , ICP ] 

 

2.4.2 일반 ICP와 M-ICP 간 플라즈마 변수의 비교 

 

 그림 2.6는 같은 압력 조건에서, ICP와 M-ICP 간에 source 파워의 세기에 따

른 플라즈마의 밀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가스 조건으로, 헬륨 플라즈마를 이용

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가스의 유량은 200sccm 이며, 중성 가스 압력이 

350mTorr 였다. 바이어스 파워는 인가하지 않았다. 그림 2.5 와 마찬가지로 플

라즈마의 밀도는 소스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M-

ICP 의 경우에 ICP 보다 밀도가 3배에서 10배까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4장에서 살펴 볼 ICP 와 M-ICP 간의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의 차이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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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자장에 의하여 confinement 효과도 크게 작용한다. 플라즈마의 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아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밀도를 

증가시키면 부수적으로 전자 온도가 같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이는 비단 

M-ICP 와 같이 자장으로 고밀도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법만의 문제가 아닌, 모

든 고밀도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이렇게 높아진 전자 온도는 식각 

공정 시에 electron charging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전자 온도를 낮추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자장에 의한 confinement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하여, 반응 용기의 반경 방향으

로 플라즈마의 밀도와 플라즈마 변위를 측정해 보았으며 그림 2.7 에 도시하

였다. 가스 조건으로 아르곤 플라즈마를 이용하였으며, 소스 파워를 1000W 인

가하고, 바이어스 파워는 인가하지 않았으며, 아르곤의 유량을 60sccm 으로 맞

춘 후에 gate 밸브를 조절하여 중성 압력 10mTorr 으로 고정한 후에 실행되었

다. SLP 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위치는 기판 위 

2cm 지점이다. 반응 용기의 벽 방향으로 갈수록 플라즈마 전위가 조금씩 감소

함에 따라, 이온이 가속되게 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벽으로의 plasma loss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장이 있는 경우에 반경이 15cm 에서 20cm 까지 범위에

는  플라즈마 전위의 기울기가 반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반응 용기의 벽 쪽으로의 이온 손실이 줄어듦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플라즈마의 밀도가 15cm  부근에서 잠깐 작아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판 

홀더 위에 설치한 edge ring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응 용기는 450mm 사이즈의 

웨이퍼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실제 기판 홀더로 사용된 것은 300mm 이며, 

가장 자리에는 세라믹 재질의 edge ring 이 설치되어 있었다. metal 재질의 SUS 

기판 홀더와 세라믹 재질의 dielectric edge ring 간의 2차 전자 방출 계수의 차

이로 인하여 실제 15cm 부근에서 측정된 플라즈마 밀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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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는 SLP 측정 시에 정확성을 위하여 최대한 wafer 에 가까운 지점에

서 측정했기 때문이다. 

 

그림 2.6 소스 파워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 

[Helium , 350mTorr (200sccm) , Source : (27.12Mhz), Bias : 0W (13.56Mhz) ] 

 

그림 2.8 은 ICP와 M-ICP 에서 반경 방향으로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한 그림

이다. 10mTorr 압력의 Ar 플라즈마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의 유량은 60sccm, 

소스 파워엔 1000W 를 인가하였으며 바이어스 파워는 인가하지 않았다. 앞에

서 본 것처럼 M-ICP 의 경우 기본 밀도가 높은데 이 경우에는 10 배 이상 높

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용된 압력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ICP 의 경우 벽 

쪽으로 갈수록, 두 안테나 사이에서 살짝 밀도가 증가하였다가 다시 선형적으

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M-ICP 의 경우 25cm 가 되는 지점까지 

ICP 보다는 좀 더 밀도 균일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안테나 효과로 볼 

수 있는데, 밀도가 증가하는 위치가 설치된 안테나의 위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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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실제 식각을 할 시에는 식각 균일도가 매우 중요한데, 다음과 

같이 non-uniformity 를 정의하는 경우, 

Non-uniformity : 100)(
minmax

minmax 




nn

nn
                     (2.17) 

 

기판 홀더의 사이즈가 20'' 웨이퍼 기준이었다면, 반경 22.5cm 까지 보았을 

때에 ICP 는 41% 로 매우 안 좋은 밀도 균일도를 가지는 반면, M-ICP 경우 

13.7% 로 높게 개선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12'' 웨이퍼 기준으

로는 반경 15cm 까지 보아야 하므로 ICP 가 M-ICP 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2.7 M-ICP 에서 반경 방향 플라즈마의 밀도와 전위 분포 

[ Ar, 10mTorr(60sccm) , Source : 1000W(27.12Mhz), Bias : 0W (13.56Mhz), M-ICP ] 

[SLP data (2cm above the subst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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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ICP와 M-ICP 에서 반경 방향 플라즈마의 밀도 분포 

[ Ar, 10mTorr(60sccm) , Source : 1000W(27.12Mhz), Bias : 0W (13.56Mhz) ] 

[DLP data (2cm above the subst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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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레이저 유기 형광법을 이용한 플라즈마 쉬스의 진단 

 

본 장에서는 플라즈마 내의 전기장을 측정할 때 쓰이는 레이저 유기 형광법

을 소개하고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레이저 

유기 형광법을 사용하여 자기장이 존재하는 경우 ICP 상에서 쉬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본다. 

 

3.1 플라즈마 쉬스의 특성 

 

플라즈마는 전기적으로 준 중성(quasi-neutral) 의 성질을 가진다. 많은 입자들

이 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온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전체적

으로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의 성질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플라즈마 내

부에는 보통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성질은 국부적으로는 성립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플라즈마 생성용기(chamber)의 벽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중성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와 이온의 이동 속도(mobility) 의 차이 

때문이다[7]. 전자의 속도가 ion 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벽에 전자가 

먼저 도착하여 흡수된다. 일반적으로 전자와 이온의 속도 비는 3,000 대 1 이

라고 알려져 있다. 반응 용기의 벽이 평면임을 가정했을 때, 온도가   인 맥

스웰 분포를 갖는 입자의 플럭스 ( ) 는 평균 속도에 비례한다[7]. 

 

  
   

 
                                   (3.1) 

 

 그 결과 반응 용기 벽은 플라즈마보다 음의 특성을 띠게 된다. 벽의 전위는 

벽에 도달할 수 있는 전자와 양이온의 수가 같아질 때까지 빠르게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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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평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 전위를 플로팅 전위(floating potential) 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전위보다 10V 에서 30V 정도 낮은 전압을 갖는

다. 

 이렇게 벽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플라즈마의 전위 값을 플라즈마 전위

(plasma potential)라고 한다. 벽 근처에서 이온과 전자의 밀도 차이로 인해 플라

즈마와 벽 사이에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를 플라즈마 쉬스(sheath)라고 부른다. 이 영역에서는 전자는 없이 중성 입자와 

양의 이온 입자들만이 존재하여, 비교적 큰 전기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이온들은 벽 방향으로 가속되고, 전자들은 다시 플라즈마 쪽으로 돌아

가는 힘을 받게 된다. 쉬스의 성질은 복잡하며, 이온이나 전자의 밀도, 전류 

밀도나 전위 분포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sheath는 비선형적이

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sheath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pre-sheath 이며 

다른 하나는 이온 쉬스라고 불리는 공간 전하 제한 전류(space charge limited 

current) 영역이다. 이온 sheath 영역에서는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

자들은 빠르게 가속되어 벽으로 흡수되거나 플라즈마로 재 흡수되어 이 영역

에서는 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온 sheath 영역에서 플라즈마

와 반응 용기 벽에 수직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전기장의 방

향은 뒤에 나올 LIF 실험에서 입사되는 광을 편광시키는 방향의 기준이 된다

[11]. 

sheath로 입사한 이온들이 에너지 장벽을 이기고 반응 용기의 벽에 흡수되기 

위한 속도가 바로 봄 속도(Bohm velocity) 가 되며,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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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 분포 

 

    
   

 
                                    (3.2) 

 

 이온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cold 플라즈마를 가정했을 때에, 이온들이 봄 속

도를 갖기 위해서는 전기장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이상 가속되어야 하며, 이렇

게 이온들이 전기장에 의하여 가속되는 영역이 바로 pre-sheath 영역 이다. pre-

sheath 영역에선 이온과 전자의 밀도가 거의 같으나 약간의 포텐셜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이온을 가속시킬 수 있다. pre-sheath 에서 sheath 에 가까워질수록 

반응 용기의 벽으로 흡수된 입자가 많아지므로 플라즈마의 밀도가 점차 줄어

들며, 아르곤(Ar) 플라즈마의 경우 pre-sheath 와 sheath의 경계 면에서는 그 밀

도가 bulk 플라즈마보다 약 0.61 배 줄어들게 된다. 

 

  



33 

 

3.2 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플라즈마의 진단 방법 

 

3.2.1 Emission spectroscopy diagnostics 

 

 대부분의 플라즈마는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을 가진 

빛을 방출한다. Emission spectroscopy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하여 플라즈마의 성질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통 이러한 진단 기

기는 방출된 빛의 주파수를 분석하는 Monochromater 와 각 주파수별 빛의 세

기를 측정하는 광 다이오드 혹은 광 증폭 튜브(pmt)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

단은 보통 반응 용기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라즈마 자체에 영향을 주

지 않아 큰 장점을 가지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법은, 여기 상

태의 종들이 발산하는 광을 측정하는 것으로 안정한 상태의 종들은 빛을 내지 

않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의 세기가 농도나 밀도에 정비례하

지 않으며, 여기 확률이나 전자의 온도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이 진단 

방법으로는 정확한 밀도나 농도의 측정이 힘들다. 

 

3.2.2 Opto-galvanic technique 

 

LOG 는 Doughty 와 Lawler 가 헬륨 플라즈마 내의 전기장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다[21]. 뒤에 설명할 LIF 와 매우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외

부에서 쏘아준 빛과 헬륨 원자의 여기 에너지가 매칭이 되는 경우에 헬륨 원

자가 여기 되며, 이로 인하여 전자 밀도에 섭동이 일어나고, 결국 플라즈마의 

임피던스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임피던스의 변화를 탐지하여, 플라즈마를 진

단할 수 있다. DC 플라즈마의 경우 임피던스의 변화는 간단하게 파워 라인 상

에 Coupling capacitor 등을 병렬로 붙여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RF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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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Coupling capacitor를 통하여, 이러한 임피던스의 변화를 탐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그림 3.2 플라즈마 임피던스 변화 시 발생하는 LOG 데이터 

 

3.2.3 레이저 유기 형광(Laser-induced fluorescent) 

 

레이저를 플라즈마에 쏴서 입자를 천이시킨 후에 다시 떨어질 때 나오는 형

광(fluorescence)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 전

계 및 자계 등 플라즈마의 여러 변수들을 얻을 수 있다. 

장점으로는 매우 민감하여 낮은 밀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종과의 

상호 반응이 없어 선별적으로 종을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의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적 분해능이 뛰어나며, 볼록 렌즈 등

을 사용하여 한 점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분해능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즈마의 물성 자체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단점으로는 사용하는 레이저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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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저 상태의 원자를 여기 시키기 위

해서는 자외선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외선을 낼 수 있는 레이저는 극히 드

물어 보통 기저 상태의 분자보다는 여기 상태의 분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

가 있다[12]. 또한, 사용하는 레이저의 파장 범위 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기저 상태의 헬륨 원자를 여기시키는 데 드는 최저 에너지

를 갖는 빛의 파장은 59.14nm 로[48] 이는 일반적인 레이저 발생기로부터는 

생성될 수 없는 레이저이다.  LIF 을 사용하여 기존의 진단 방법으로는 측정

이 불가능하였던 연소 중 발생하는 부산물이라든지 저온 플라즈마 내의 종 등

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분야가 많이 발달했다. LIF 로 얻

을 수 있는 다양한 값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전기장이다. 일반적으로 벌크

(bluk) 플라즈마에는 준 중성(quasi-neutral) 의 특성을 지니므로 전기장이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쉬스에서는 강한 전기장이 존재한다. 이를 뒤에서 볼 스

타크 효과(Stark effect)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2.4 라만 분광 

 

빛의 파장을 변화시키는 산란 현상을 라만 산란이라고 하는데, 1928년 라만 

등이 용액에 파란색 빛을 투과하였을 때 초록색 빛깔을 띠는 빛이 산란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처음 발견되었다. 이후 라만 산란을 측정하는 분광

계의 발달로 산란된 빛의 세기를 주파수에 따른 띠(band) 혹은 반복적 피크로 

표시되는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분자의 진동 구조를 연구하거나 물질의 정성, 

정량 분석을 하는 것을 라만 테크닉이라고 부른다. 

라만 분광법은 높은 공간 분해능을 가지며 어디서든 쓰일 수 있다. LIF 처럼  

자발적이며 가간섭을 가지는 라만 기술은 산란된 광자를 이용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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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와 다르게 라만 산란은 형광 신호에 의존하지 않으며, 여기 상태의 형광 

신호에 민감하지 않다.Cummings 와 Aeschliman 은 488nm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라만 산란을 측정했다[22]. 평형 상태의 F 와    를 넣은 가열된 모

넬 셀(구리,주석의 합금) 에 focusing 하였다. 하기스는 자발 라만 산란의 감도

는 간단하게 자외선 광 소스를 사용하는 가간섭 라만 테크닉과 비교할 수 있

다는 걸 보여줬다. 

 

3.2.5 Two-photon 기법 

 

 비선형 광학 현상의 하나로,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두 개의 광자의 에너

지의 합을 이용하여 입자를 여기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 여기 된 분자

가 형광의 성질을 가진다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방출한다[23]. 일반

적으로 기저 상태와 1 준위 상태 사이의 에너지 갭은 진공 UV 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주파수 가변(tunable) 레이저의 출력 파장보다 훨씬 짧다 

(  < 125nm). 따라서 직접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기 상태로 만들 수 없으

며 two-photon 을 이용하여 여기 상태로 만들 수 있다. Two-phone 테크닉을 이

용하는 경우 여기 레벨과 다른 에너지를 가진 두 개의 빛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노이즈 비율(SNR)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여기 확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필요로 하는 레이저의 세기는 무척 크다

[12].  



37 

 

3.3 레이저 유기 형광법의 기본 원리 및 장치의 구성 

 

3.3.1 레이저 유기 형광법의 기본 원리 

 

보통 레이저 유기 형광(LIF)란 레이저를 이용하여 낮은 상태의 종을 높은 상

태로 천이시킨 후에, 형광으로 나오는 빛을 관측하는 방법으로 관측하고자 하

는 종의 상태에 대한 정보 (종의 밀도, 종의 운동에너지, 종의 주변 자계 및 

전계) 를 얻을 수 있다. Greenberg와 Hebner 는 처음으로 LIF 를 이용하여 전기

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는 Stark 효과를 이용한 것이었다[13]. 

Stark 효과는 전자장이 한 원자 내의 주양자수가 다른 전자에 각각 다르게 작

용하여 하나로 중첩되어 있던 에너지 레벨이 여러 개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그림 3.3 은 외부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각각의 에너지 레벨이 어떤식으로 분

리되는지 보여준다. 

 Bowden 은 RF 플라즈마에서의 전기장을 측정 시에 RF 필드를 시간에 따라 

평균화했을 때, 측정되는 전기장의 크기는 그 필드의 최대 전기장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RF 플라즈마 내의 전기장을 측정하였다[14]. 그러나 이 시뮬레

이션 모델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LIF 신호의 스펙트럼 라인이 분리되는 

것까지는 고려를 하였지만 각 라인의 세기를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리되는 라인의 세기까지 고려한 이에 대한 정

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장에 기술되어 있다. 

 헬륨의 에너지 준위는 섭동 이론을 이용하여, Hamiltonian 행렬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1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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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스타크 효과 

 

위 식에서 각각      은 이온화 준위,    는 리드버그 상수(              , l

은 회전 양자수,   은 양자 결손(quantum defect)을 나타낸다. 리드 버그 원자의 

개념이 높은 주양자수를 가진 최외곽 전자와 나머지 원자핵 및 전자들과의 관

계를, 일종의 수소 원자로 모델링 하여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외곽 전자와 

내부 전자간에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양자 결손은 이러한 상호 작용에 

얼마나 잘 반응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양자 결손이 0 이면 이러한 

상호 작용이 전혀 없음을 나타낸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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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d f g~n 

singlet 0.139 -0.012 0.002 0.005 0 

triplet 0.297 0.068 0.003 0.004 0 

 

표 3.1 헬륨 원자의 양자 결손 

 

따라서, 위와 같이 계산된 에너지 준위는 외부 전기장에 의하여 변하게 된다. 

 

                           
 

 
       

              

     
                  (3.4) 

 

위 식을 이용하여 Hamiltonian 행렬을 채울 수 있으며, 이 행렬의 고유값이 고

유벡터를 이용하여, 각 스펙트럼 라인의 에너지 준위와 그 세기를 구할 수 있

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4 와 그림 3.5 이다. 이를 구하기 위하

여 GSL(GNU Scientific Library) 를 이용하였다[51]. 

 

그림 3.4 헬륨 n=11 상태에서 전기장에 따른 에너지 준위변화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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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헬륨 n=11 상태에서 전기장에 따른 각 에너지 준위의 세기 

 

 

이렇게 구한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LIF 스펙트럼이 어떻게 측정될 지 

예측이 가능하다. LIF 스펙트럼은 플라즈마가 DC 플라즈마인지 혹은 RF 

플라즈마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된다. 그 이유는 RF 플라즈마의 경우 

전계가 시간에 따라 진동하기 때문에, 평균화 기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14]. 다음 장에서는 LIF 스펙트럼과 전기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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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LIF 스펙트럼으로부터 전산 모사로 계산된 전기장의 세기 

 

 Spectrum 상 개개의 라인이 Impulse 의 형태가 아닌 이유는, 각각의 라인마

다 분산을 주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분산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Broadening 

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실험 기기의 오차를 감아내도 이러한 분산이 발생하

는데 적절한 분산을 예측하는 것이 정확한 신호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

산시에 분산 값은 0.5 를 주었다 먼저 DC 의 경우인데 그림 3.6(a) 와 같다. 

전기장이 작을 때에는 하나의 피크만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기장의 세기가 커

질수록, 피크의 우측 부분이 돌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개의 

작은 피크가 이 부분에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기장의 세기가 

600V/cm 를 넘기 시작하면, 피크가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하며, 피크간의 거리

는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멀어진다. 또한, 전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가장 큰 

피크의 위치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전기장

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리된 

피크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로 인해 전기장의 세기를 유추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가장 큰 피크의 파장을 측정하여 전기장의 세기를 유추하는 것이

다. 

 RF 방전의 경우, 그림 3.6(b) 에서와 같이 스펙트럼은 각각의 RF 위상에서 

해당 위상에서의 DC 스펙트럼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 때의 전기장은 전기장

의 RF 필드가 최대인 값을 나타낸다[14].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스

펙트럼의 값은 DC 일 때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기장이 커질수록 피크의 

왼쪽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DC 필드와는 다르게 가장 키가 

높은 피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크의 우측 부분이 부

풀어 오르는데, 이는 여러 개의 작은 피크들이 자라기 때문이다. 분산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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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0V/cm 정도가 되면 피크들이 분리되기 시

작한다.따라서, 전기장이 작은 경우에는 그 값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림3.6 (a) 전기장이 DC 일 때와 (b) 전기장이 RF일 때 각각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LIF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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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결과를 이용하여 역으로 전기장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분리

된 피크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로 인해 전기장의 세기를 유추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가장 큰 피크의 파장을 측정하여 전기장의 세기를 유추하는 

것이다. 먼저 DC 방전일 때에 피크간의 거리에 따른 전기장의 세기 그리고 

가장 큰 피크의 주파수와 전기장의 세기간의 관계를 그림 3.7 에 도시하였으

며 RF 방전일 때의 관계를 그림 3.7 에 도시하였다. 

 

 

 

그림3.7 전기장이 DC 일 때에 (상)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각 피크간의 거리 

및 (하)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가장 키 큰 피크의 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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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전기장이 RF 일 때에 (상)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각 피크간의 거리 

및 (하)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가장 키 큰 피크의 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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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레이저 유기 형광법을 위한 일반적인 실험장치의 구성 

 

a) 레이저 발진 및 입사 장치 

 

 레이저 유기 형광법은 주파수의 조절이 가능한 튜너블 레이저를 이용하여 헬

륨을                로 여기시킨다. 기저 레벨의 헬륨이 아닌 제 2 여기종

을 이용하는 이유는, 기저 상태의 헬륨을 여기 시키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가

진 큰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레이저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

이다. 11번째 레벨로 여기된 전자를 가진 헬륨은 리드버그 원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리드버그 원자는 긴 수명을 갖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플라즈마 내의 충돌 현상에 의하여     로 천이를 일으키고, 이 여기

종은               로 다시 에너지가 떨어지며 447nm 의 빛을 발산한다. 

밖에서 쏘아 준 레이저 빛의 파장과 헬륨의 에너지 준위의 갭이 정확히 일치

할 때에만, 헬륨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쏘아준 레이저의 파장을 x축으로 하고, 

발산되는 447nm 의 파장의 빛의 세기를 y 축으로 하면 LIF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스펙트럼에서 각 피크의 간격을 측정하여 외부 전계

의 세기를 유추할 수 있다[13].  앞에서 본 것처럼, 전기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먼저 입사하는 광 소스의 주파수가 가변되어야 하며 이러한 종류의 레이저

를 튜너블(tunable) 레이저라 부른다. 튜너블 레이저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

료 레이저(DYE laser) 이다. 실험에 사용된 염료 레이저는 Lumonics社의 

Spectrummaster HD-500 이다. 염료 레이저가 상태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에서 광 펌핑을 해줄 필요가 있다. 펌핑 레이저로는 보통 Nd:YAG 레이저나  

Eximer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Spectra-Physic社의 Qunta-Ray GCR-

250 을 사용하였다. Nd:YAG 레이저는 레이저 발진을 위해 yttrium-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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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net 이라는 결정에 neodyminum을 불순물 이온의 형태로 첨가하여 사용하는 

레이저이다. 이 레이저는 1064nm 파장의 레이저를 내지만, 내부에 Second 

harmonic gernerator(SHG) 와 Third harmonic Generator(THD) 가 내장되어 있어 출

력 레이저의 주파수를 2배, 혹은 3배로 바꿀 수 있다. 또한 Q-switching 에 의

해서 대략 on-time 10nsec, 10Hz~12Hz 의 펄스 레이저를 발생하여 사용하게 된

다.  염료 레이저의 출력 목표 파장이 642nm 근처이므로, pumping 레이저는 

SHG 를 사용하여 그보다 낮은 532nm 의 파장을 내도록 하였으며, 모드는 펄

스 모드를 사용하였다. 이 때의 출력 파워는 3W 이며 최종 출력된 펄스의 주

파수는 10Hz, 펄스의 폭은 10ns 이다. Dye Laser 에는 특정 Dye 가 순환하면서 

입사하는 펌핑 레이저에 의해 고유 파장의 넓은 폭을 갖는 빛을 발산한다. 

Dye 의 종류에 따라 출력되는 레이저의 파장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KR620 

염료를 사용하였다. 이 때에 출력되는 파장의 범위는 대략 600nm~640nm 까지

이다. 레이저의 파장은 정교한 grating 을 가진 일종의 거울을 이용하여 조절

되며, 내부적으로 스테핑 모터와 타이밍 벨트를 이용하여, 2pm 단위의 분해능

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Dye Laser 는 642nm 부근의 파장을 가진 레이저

를 방출하게 되며, 펌핑 레이저와 동일한 펄스폭과 주기를 가지게 된다[11].  

최종적으로 321nm 부근의 파장을 만들기 위하여 다시 한번 SHG 가 사용되었

으며 SHG 는 Lumonics社의 HyperTrack1000 HD-1000 을 사용하였다.. 광학 결

정의 SHG 효율은 입사한 레이저의 파장, 그리고 온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

여 미리 파장 별로 동일한 파워의 빔을 출력하도록 미리 설정되어야 한다. 빔

은 UV 용 거울(sigma koko社의 TFM-25.4co5-325)과 실린더 모양의 볼록 렌즈

(한국전광社의 SCX-25.4-152.6-UV) 를 거쳐 목표지점에 집광되도록 하였으며, 

목표 지점에서의 빔의 단면 크기는 8mm * 0.2mm 가 되었다. 실린더 모양의 

렌즈를 사용한 이유는 관측 부분의 초점과 레이저의 초점을 일치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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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사용되었으며, 자외선으로 갈수록 매질의 초점 거리는 짧아지기 마련

이므로 목표 지점의 거리는 살짝 짧게 보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영역에서는 Fused Silica 로 만들어진 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빛의 산란은 파

장이 짧아질수록 매우 심하게 일어나며, 자외선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따라서 

레이저 발생장치부터 측정 위치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산란에 의한 빛들이 측정 장치에 도달하여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Pulse Width 8-9ns (1064nm) 

6-7ns (532nm) 

5-6ns (355nm) 

Output Energy 

      

1250 

650 

375 

Beam Divergence < 0.5 mrad Line Width < 1.0      

Timing Jitter < 0.5ns Beam Diameter < 10 mm 

Frequency 10Hz   

 

표 3.2 실험에 사용된 Nd:YAG 레이저의 사양 

 

b) 반응 용기 

 

 반응 용기는 실험에 따라 다르며 실험에 따라 각각 기술된다. 그러나, 기본적

으로 반응 용기는 작을 수록 공간적 분해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렌

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 레이저 빔의 스팟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 관

계는 다음과 같다[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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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the excitation transfer of Helium 

 

 

 따라서, 집광 렌즈들은 모두 최대한, 반응 용기의 윈도우에 가깝게 설치될수

록 유리하며, 특히 집광 렌즈는 클수록 솔리드 앵글(solid angle) 이 증가하여 

신호-노이즈 비율(SNR)을 높일 수 있다. 

 

c) 형광 신호의 관측, 분석 부분 

 입사 레이저의 집광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형광신호를 관측하기 위해 2개의 

볼록 렌즈가 사용되었다. 렌즈에 의해 집광된 신호는 광학 파이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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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크로미터(Acton Research 사의 300i) 로 들어가게 되며, 모노크로미터는 입

사된 빛을 분광하여 447nm 파장의 빛만을 구분해 낸다. 이 때에 모노크로미터 

양단의 slot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slot 이 작아질수록 분해능은 좋아지

나 빛이 회절하게 되며 광량 또한 줄어 적절한 수준으로 타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He 플라즈마의 경우 우리가 관심 있는 447nm 의 빛 이외에 근접한 

emission line 이 없다. 이 때 447nm 의 빛은 PMT(Hamamatsu사의 R831)을 거쳐 

증폭되고 전기적 신호로 바뀐다. 이 신호를 BOXCAR(Standard Research 사의 

SR250) 를 통하여 적분되어 최종적으로 컴퓨터로 기록된다. BOXCAR는 미리 

설정된 시 구간 동안 들어온 신호를 적분하여 전압 레벨로 출력하는 적분기이

다. 따라서, 적분 구간의 폭이나 위상을 조절함으로써, 시간적 분해능을 매우 

높여 SNR 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적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매우 

강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분기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노이즈, 그리고 적분기

와 펄스 레이저를 연결시킬 때 발생하는 신호의 감쇄 등으로 인하여 원 신호

가 일그러지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PMT 에서 출력하는 광 신호는 

impulse 에 가까워 매우 넓은 대역폭을 가지는데 boxcar의 대역폭은 이보다 작

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이런 노이즈와 신호의 왜곡 등

을 개선시키기 위해 BOXCAR는 여러 개의 신호를 받아 그 평균값을 보내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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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화된 플라즈마에서 쉬스에 관한 연구 

 

3.4.1 서론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 약한 자기장을 인가하면, 높은 전력 절단 효율과 방

전 안정성을 가지며, 플라즈마의 밀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약 자장이 걸린 유도 결합 플라즈마(M-ICP) 의 경우 자기장이 쉬

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된 바가 적다. 따라서, 우리는 ICP 에 

약한 자장을 인가하였을 경우에 쉬스가 어떻게 변하는 지 레이저 유도 형광 

기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정확한 전기장의 계산을 위하여 실험에 앞서 RF 

플라즈마에서 LIF 의 스펙트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전산 모사를 통해 

예측해 보았다. 

 

3.4.2 장치의 구성 

 

레이저 유기 형광법 실험 장치를 그림 3.10 에 도시하였다. 앞서 소개한 바

와 같이 실험 장치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목표가 되는 파장의 레이

저를 만들어 입사시키는 장치, 레이저 반응 현상이 일어나는 플라즈마가 남긴 

반응 용기, 그리고 형광으로 나온 빛을 받아 관측하고 기록하는 부분으로 나

뉜다. 일반적인 설정은 앞장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실험이 헬륨 플라즈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MFC 를 이용하여 유량 

100sccm 의 헬륨 가스를 흘려주었으며, 반응 전 중성 가스 압력을 gate 밸브를 

이용하여 600mTorr 로 고정하였다. 플라즈마를 켜기 위하여 안테나에 

27.12Mhz 주파수의 500W 의 파워를 인가하였으며, 바이어스에는 13.56MHz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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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의 RF 파워를 0W 에서 300W 까지 다양한 범위로 인가하였다. 이 때에 

각각의 조건에서 플라즈마의 밀도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랑뮤어 프루브를 

사용하였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설명한 boxcar 의 샘플 

개수를 많이 취할수록 유리한데, 본 실험에서는 레이저 한 파장당 평균을 취

하는 샘플의 개수를 1000번으로 고정하였다. 그림 3.10 에서 Gated Integrator 

가 boxcar 를 의미한다. 

 

 

 

 

그림3.10 자화된 플라즈마 내의 쉬스를 측정을 위한 장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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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높이에 따른 (상)전기장 분포와 (하)전위 분포 

[ He(100sccm), 600mTorr, Source : 500W (27.12Mhz), Bias : 13.56Mhz ] 

  



53 

 

3.4.3 실험 결과 

 

그림 3.11 은 ICP와 M-ICP 에서 전기장이 최대일 때에, 각각 기판 위 높이에 

따른 전기장의 분포와 전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ICP 와 M-ICP 의 경

우 모두 전기장의 세기와 쉬스의 두께는 바이어스 파워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2 는 쉬스의 두께가 바이어스 파워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쉬스의 두께는 M-ICP 에서 더 얇게 나타난다. 이를 이론적으로 살

펴보면 먼저, 비충돌 쉬스를 고려하면 두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1]. 

 

5/123

0

5/15/2

0 )/(])/2[()68.1( iii JVMed                   (3-6) 

 

 이 때 0,Vi  와 iJ  는 각각 이온의 자유 행정 거리, 쉬스 양단의 전위 차 그

리고 이온 전류를 의미한다.  보통 이온 전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6]. 

 

Bi uenJ 0               (3-7) 

 

 이 때 0n  은 플라즈마의 밀도를 나타내며 Bu  은 봄 속도(Bohm Velocity)를 

나타낸다. 

 ICP와 M-ICP 간 전자 온도와 네거티브 DC 바이어스의 차이는 보통 작은 값

이다. 그러나 플라즈마의 밀도는 그림 3.13에서 보듯, M-ICP 의 경우 ICP 보다 

5~6배 이상 크다. 따라서 식(3-7) 에서 플라즈마의 밀도가 증가할 수록 iJ  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식(3-6) 에 의해 높은 플라즈마의 밀

도가 좀 더 얇은 쉬스의 두께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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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쉬스의 두께 

[ He(100sccm), 600mTorr, Source : 500W (27.12Mhz), Bias : (13.56M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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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소스 파워의 크기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와 전자 온도 

[ He, 600mTorr, Source : (27.12Mhz), Bias : 0W (13.56M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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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간 분해능을 가지는 레이저 유기 형광법을 이용한 쉬스의 연구 

 

3.5.1 서론 

 

시간 분해능을 갖는 유도 형광 기법을 이용하여 쉬스 내의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진동하는 지 측정해 보았다.  

 

3.5.2 장치의 구성 

 

 LIF 의 광 여기 소스로 일반적으로 펄스 레이저가 사용된다. 이 때, 수 나노 

초(ns)의 매우 짧은 펄스 폭을 가진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높은 

시간 분해능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한 레이저의 펄스 폭은 대략 20ns 

정도로 짧은 편이었다.  기판에 걸린 RF 파워의 위상 별로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는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LIF 시스템이 이러한 시간 분해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펌핑 레이저를 원하는 

시간에 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한 펌핑 레이저에는 동기화 

입력단자가 있어, 이 단자에 5V 의 신호를 입력하면, 약간의 지연 후에 레이

저를 발진시킨다. 그러나 레이저의 동기화 입력단과 RF 파워 소스를 동기화 

시키는 방법은 서로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다. 레이저와 RF 파워 소

스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회로를 제작하였다. RF 파워소스는 내부

적으로 PLL 을 이용하여 13.56Mhz 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생성하는데, 이 출

력은 정상파이므로, TTL 형태의 구형파로 변환해야 한다. 따라서, 신호를 외부

로 뽑아 고속 비교기(National Semi社 LM360) 에 연결하여 TTL 출력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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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레이저의 동기 입력은 10~20Hz 까지의 신호를 받으므로, 13.56MHz 주

파수의 신호를 바로 연결할 수는 없고 카운터를 써서 135만6천 펄스마다 하나

의 펄스를 만들어주는 회로를 CPLD (Altera社 MAX7128) 를 사용하여 제작하

였다. 이 때에, 하나의 주기를 6개의 위상으로 나눌 수 있게 프로그래밍하였으

며, 각각의 위상차이는 10ns 에 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체 RF 신호 한 

주기를 6단계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단계는 대략 56도에 해당하는 위상 차를 

갖게 하였고, 레이저와 RF 파워 소스를 동기화 시킬 수 있었다. 

 

3.5.3 실험 결과 및 검토 

 

그림 3.14 는 바이어스 파워가 250w 일 때에, 기판 위 250um 간격으로 측정

한 LIF 데이터이다.  모든 LIF 스펙트럼은 정규화되었다. 그림을 보면 3번 위

상일 때 최대의 전기장을 가지며 6번 위상에서 최소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상 차가 대략 180 도임을 보았을 때에 제대로 측정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LIF 스펙트럼을 보면, 앞에서 예측한 전기장이 DC 일 때의 형태로 볼 수 없

고 오히려 RF 전기장에서의 스펙트럼과 유사한데 그 이유는, 레이저의 시간 

폭이 20 ns 정도로 인가한 RF 파워 주기의 33% 에 해당하여 완벽한 DC 필드

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가한 RF 파워 위상 간의 차이점을 보기에

는 충분한데, 이 때에도 RF 전기장에서의 스펙트럼과 마찬가지로 분리된 피크 

간의 거리는 그 위상에서의 전기장의 최대값을 반영함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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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상) 위상에 따라 측정된 LIF 신호와 (하) RF 상 각 위상의 위치 



59 

 

 

그림 3.15 위상에 따른 높이별 전위 분포 

[He(100sccm), 600mTorr,  Source : 500W(27.12Mhz), Bias : 250W(13.56Mhz)] 

 

 

 

그림 3.15 는 앞에서 구한 전기장을 이용하여 전위 분포를 계산한 식이다. 쉬

스의 전위는 RF 주기에 맞추어 변화하는데 3번째 위상에서 쉬스의 길이가 

2mm 까지 증가하였다가, 위상6 에서 250um 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이 때의 전위차는 최대 380V 까지 증가하고 50V 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위차가 위상에 따라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쉬스에 이온이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는 더블 레

이어(double layer) 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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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요약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 자장에 의하여 쉬스 두께의 변화를 레이저 유기 형

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앞서 스타크 이펙트에 의한 에너지 준위의 

분리 정도와 확률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

분해능을 가지는 레이저 유기 형광법을 이용하여, 쉬스의 진동을 조사하였다. 

쉬스의 두께는 자기장이 존재함에 따라 얇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자

장에 의한 플라즈마의 밀도 증가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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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in-situ 프루브를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 

 

4.1 Langmuir probe 를 이용한 bulk plasma 진단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간단하게 플라

즈마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랑뮤어 

프루브(Langmuir probe)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에 랑뮤어(Langmuir)

가 고안하였고, 제작과 측정 방법이 쉽고 비교적 정확하여 현재까지 많은 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랑뮤어 프루브의 측정 방법은 플라즈마 내에 도체로 

된 탐침을 삽입하고, 이 탐침에 전압을 인가하여 그 때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

여, I-V 커브를 도출해낸다. 이 커브를 해석하여 각종 플라즈마의 특성을 얻을 

수 있다[4]. 기본적으로 랑뮤어 프루브를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밀도와 전자 온

도, 플라즈마 전위, 플로팅 전위 그리고 전자 에너지 분포 함수 등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플라즈마의 온도와 밀도 특성 등을 알기 위하여 랑뮤어 

프루브를 적극 이용하였다.  랑뮤어 프루브는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전극의 개

수에 따라 싱글 랑뮤어 프루브(SLP) 와 멀티 랑뮤어 프루브로 나뉜다. 상업적

으로는, 후자에서 탐침이 두 개인 듀얼 랑뮤어 프루브(DLP) 가 가장 흔히 사

용되고 있다. 

 

4.1.1 싱글 랑뮤어 프루브(SLP)의 기본 원리 

 

 싱글 랑뮤어 프루브의 기본 구성은 그림 4.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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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muir 
probe             

      
V

I

            

 

 

그림 4.1 Single Langmuir probe 의 구성 

 

 그림 4.1 에서, 싱글 랑뮤어 프루브는 플라즈마에 노출되어 전자와 이온 전류

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probe tip) 과, 해당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전원 부분, 

그리고 전류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그림 4.2 Sing Langmuir probe 의 전압 - 전류 관계 그래프 

 일반적으로 프루브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그림 4.2 와 같다. 프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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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음전압을 인가시키면 전기적 인력에 의하여 이온이 전극으로 끌려온다. 더 

큰 음전압을 주었을 때 어느 전압 이하로는 전류 값이 크게 변하지 않게 되는

데 이를 이온 포화 영역 이라고 부른다. 이는 전극 주위로 쉬스가 생성되어 

전극으로 흡수되는 이온의 양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음전압이 커지

면 커질수록 쉬스가 조금씩 확장되기 때문에, 전류의 양은 조금씩 증가한다. 

이온의 mobility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포화되는 전류량은 전자에 비하여 

매우 작게 된다. 

 이 때, 전압을 조금씩 증가시키면 전류량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되는 

electron retardation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팁의 전위가 플로팅 전위와 같아질 

때까지는 팁의 전위가 더 낮아 이온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된다. 그러나 팁

의 전위가 플로팅 전위와 같아지면, 팁에서 플라즈마로 흐르는 이온전류와 플

라즈마에서 팁으로 흐르는 전자 전류가 같아지게 된다. 팁의 전위가 점점 높

아질수록 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자들이 많아지는데,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포가 Maxwellian 분포라고 가정한다면, 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자들의 수

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53]. 이 때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다음

과 같다. 

 

          
     

   
       

   

    
                          (4.1) 

 

 위의 식에서 각각   는 프루브에 흐르는 전류,     는 전자 포화 전류,   는 

프루브에 걸리는 전압,   는 플라즈마 전위,   는 플라즈마의 밀도,   는 팁의 

표면적,   는 전자의 질량 그리고    는 전자 온도를 나타낸다. 한 편 이온들

도 팁의 전위가 플라즈마 전위보다 작은 한 팁으로 흡수되지만, 이 양은 전자 

전류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팁의 전위가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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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보다 커지고 전압을 계속 증가시킬 때 전자 전류양은 계속 증가하지 않고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영역을 전자 포화 영역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는 전하의 운동이 오직 전기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인데, 만약 플

라즈마 내에 자기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와 이온의 운동이 자기장의 영

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전자와 이온은 다음 식의 Larmor 반경을 가지고 회

전 운동을 하게 된다. 

 

   
   

  
                                 (4.2) 

 

 이 때에 자기장을 가로지르는 입자의 운동은 힘들어지지만 자기장에 평행한 

운동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탐침의 반경이 Larmor 반경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는 탐침에 미치는 자기장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후에 

살펴볼 M-ICP 에서 랑뮤어 프루브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는 경우를 보면, 측정

된 자기장이 약 26 gauss 의 약 자기장 환경이어서 Larmor 반경은 크며, 따라

서 수 mm 정도 사이즈의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장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27]. 또한 M-ICP에 쓰인 방향은 축 방향이어, 이에 수직으로 놓여진 탐침

의 경우 전자 포화 전류는 상대적으로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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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RF 보상된 SLP 

 

13Mhz 27Mhz

Glass tube Ceramic 
tube

Tungsten tip (8mm)

20turn tungsten wire

RF chock filter

 

그림 4.3 RF compensated SLP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CP 타입의 RF 플라즈마 혹은 ICP 라도 바이어스 전

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bulk plasma 내에서라도 플라즈마 전위는 시간에 따라서 

진동 한다. 이는 보통 인가한 RF 주파수를 따르며, 팁과 플라즈마의 관계는 

쉬스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capacitor 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RF 성분은 쉽게 

랑뮤어프루브에 coupling 된다. 이는 I-V 커브에 큰 노이즈 성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 및 보정해주어야 한다. 보상을 위해 SLP 전극 주위에 도선

을 감고 콘덴서를 연결하여 1차적으로 위상 보정을 하여 노이즈를 줄여준다

[53]. 또한 RF 초크 필터를 달아서 2차적으로 RF 성분을 제거한다. 그림 4.3 

은 RF 보상된 SLP의 프루브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초크 필터의 주파수는 플

라즈마 방전에 사용된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플라즈마의 비선형성으로 플

라즈마 전위에 고조파 성분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고조파도 동시에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3.56Mhz 와 27.12Mhz 를 차단하는 2개의 초크 필

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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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SLP 전압 발생 회로 및 측정 회로 

 

 일반적으로 SLP 를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압의 범위는 약 -100V 에서 

100V 사이이며 전류는 100 mA 이하로 비교적 고전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보

통 파형 발생기의 전압 범위는 -10V 에서 10V 정도로 작으며, 출력 전류 또한 

20mA 정도로 낮다. 따라서, 파형 발생기를 바로 쓸 수 없으며,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고전압, 고전력 증폭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cirrus logic 의 PA78 

등의 고전압, 고출력 OPAMP 을 사용하여 비반전 증폭 회로나 반전 증폭 회로 

등을 꾸며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전원부도 완벽한 DC 

가 요구되지 않아 철심으로 된 전원 트랜스포머에 bridge 다이오드와 capacitor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정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4 PA78을 이용한 고전압 고전류 증폭기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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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P 의 raw I-V 커브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삼각파를 인가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때에는 플라즈마 내의 기생 capacitance 와 inductance 로 인하여 

전류 파형이 쉽게 왜곡된다. 이러한 현상은 간단하게 삼각파의 rising 구간과 

falling 구간의 전류 파형이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파형을 바로 이

용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삼각파가 아닌 Step 으로 증가하

는 파형을 인가하면 각각의 구간에서 DC 를 인가한 것처럼 취급할 수 있어 

정확한 I-V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이 때에도 문제가 있는데 전압을 올릴 경우

에 Step 파형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에, 고주파 성분으로 인하여 플라즈

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압을 상승시키는 경우 slew rate 를 작게 조

절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고전압 앰프에 삼각파를 인가했을 때의 전압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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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SLP의 I-V 커브로부터 플라즈마 변수의 계산법 

 

 a) 플라즈마 밀도 

 

 플라즈마 밀도는 그림4.2 의 그래프에서, 이온 포화 영역이나 전자 포화 영역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전자들은 전압이나 다른 요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자 포화 영역을 이용하여 구한 값이 정확하지 않다. 따라

서 다른 요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온 포화 영역에서 플라즈마의 밀도를 

구할 수 있다. 

 이온 포화 영역을 나타내는 식은, 플라즈마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적절한 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쓰이는 대표적인 2개의 이론이 

Orbital Motion Limit(OML) 이론과 Child-Langmuir law for space-charge-limited 

emission 이다. 유도 결합 플라즈마와 같이 밀도가             인 플라즈마에

서는 후자가 좀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전자

의 경우는   
     로 알려져 있으며, 후자는   

   
    로 알려져 있다[7]. 

 

 Child- Langmuir 법칙에서, 

 

    
 

 
 
  

 
    

   
   

                                   (4.2) 

 

이며, 쉬스의 두께를 나타내는 값          이 된다.  

 위 식을 이용하여, 실제 이온의 밀도를 측정할 때에는 그림 4.6 에서 보듯 선

형으로 fitting 된 직선을 구하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밀도를 알아낸

다. 이를 위하여 이온 전류를 제곱하거나 4/3 승을 한 결과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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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선형 근사된 이온 포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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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자의 온도 분포 측정 

 

 이온 전류는 이온의 온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랑뮤어 프루브를 사용하

여 이온의 온도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그 움직임이 등방성을 

가지는 경우에 에너지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1차원을 가정한다면, 프루브의 

표면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전자는 프루브에 걸린 전위차를 극복할 수 있는 에

너지를 가진 전자들이며, 만약 전자의 속도 분포가      라면 프루브에 흐르

는 전자 전류는 다음과 같이 된다. 

 

          
 

    
          

 

 
     

                              (4.3) 

 

여기서      은 프루브에 전자가 도달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위 식을 미분하고 정리하면 

   

   
  

   

 
                                  (4.4) 

 

이 되어, 전자 에너지 분포가 V-I 커브의 1차 미분에 비례함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실제로 프루브는 1차원 시스템이 아닌 3차원 시스템이 되며, 이에 3차원 

분포는 

 

                                           (4.5) 

 

따라서, 실제 분포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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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I-V 커브의 2차 미분에 비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의 

운동이 등방성일 때에 성립하며, 만약 등방성이 아닌 경우 다소 노이즈가 낀 

I-V 커브를 얻게 된다. 이 때 전자의 평균 온도는 I-V 커브를 이용하는데, 전

류의 값을 log 로 그린 그래프에서 선형 fitting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fitting 된 직선의 기울기 값의 역수가 바로 평균 전자 온도가 된다. 이 때에 

단일 fitting 이 아닌 두 개의 선형 fitting 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때

에 플라즈마가 two temperature maxwellian 분포를 가진다고 부른다[7]. 

 

4.1.5 SLP 구동용 프로그램 

 

 

 

그림 4.7 SLP 프로그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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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은 NI-DAQ(National Instrument 社) 를 이용하여 SLP 용 구동 프로그

램을 제작한 모습이다. MFC 를 사용하였으며 I-V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커브를 얻을 때에 삼각파를 이용하면 capacitive 성분에 의하여 정

확한 값을 얻을 수 없다. 만약, 삼각파를 증폭하여 사용했을 때에, 삼각파의 

rising 부분과 falling 부분에서 측정되는 전류의 파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해주는 전압을 step 형태의 waveform 을 사용해야 하는데 step 부분

에서 impulse 가 나타나면 고주파 성분에 의하여 플라즈마를 왜곡시킬 수 있

으므로, 전압을 증가시킬 때에 적절한 기울기를 주어 이러한 왜곡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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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ual Langmuir probe 

 

4.2.1 듀얼 랑뮤어 프루브(DLP) 의 기본 원리 

 

 DLP 는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전극이 2 개이며, 양 전극 사이에 isolation 된 

전압을 인가해 주는 방식이다. DLP 는 SLP 보다 노이즈에 강한 장점이 있지만 

이온 포화 전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플라즈마의 특성이 상대적

으로 적다. 

 그림 4.10 은 DLP 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DLP는 두 전극 사이에 전원을 연결하여 두 전극 사이에 전위차를 발생시킨다. 

두 전극은 모두 그라운드 대비 플로팅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소스와 플라즈

마는 완벽한 폐 회로를 이루고 있다. 한 전극에서 이온 전류가 흐르면 반대쪽 

전극엔 전자 전류가 흐르며 그 양은 정확히 같아야 한다. 따라서 전자 전류가 

이온 전류에 의하여 제한되는 형태가 되며, 이온의 mobility 가 전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회로 상에 작은 전류만이 흐른다. 또한, DLP 전체가 floating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전위가 시간에 따라 진동하여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

게 된다.  DLP 시스템 전체가 접지에 대하여 완벽하게 플로팅 되어 있다면, 

RF 노이즈를 전혀 타지 않은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나 실제 프루브에

서는 접지에 대해 비교적 큰 부유 캐패시턴스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러한 시스템은 얻기 힘들다. 

그림 4.9 는 DLP 양 전극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처럼 양

의 방향으로는 전압이 크게 높아지지 않으며,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그 전류 값도 각 프루브의 이온 포화 전류에 의하여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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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tube

Ceramic 
tube

Tungsten tip (8mm)

 

 

 

그림 4.8 DLP 의 프루브 부분의 모양 

 

 

 

그림 4.9 DLP 를 이용하여 구한 I-V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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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muir 
probe             

      

V1

I

      

      

V2

  

 

그림 4.10 DLP 의 구성 

 

4.2.2 DLP 전압 발생 회로 및 측정 회로의 제작 

 

 DLP 전압 발생회로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 전체가 접지 대비 floating 되

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전압 증폭기 부분과 삼각파 발생기 부분 모두 

트랜스 등을 이용하여 전원 대비 Isolation 되어 있어야 하며, 오실로스코프 등

으로 전압과 저항을 읽어올 때에도 큰 coupling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DLP 에 흐르는 전류의 단위는 수 mA 이하로 매우 작기 때문에, 보통 오

실로스코프의 전압 입력 단자로 사용되는     의 수치는 비교적 크지 않아, 

로딩 효과를 일으켜 실제 신호를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입력 신호를 

Isolation 하는 방법은 AD215 등의 ISO type 의 op-amp 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

통 DAQ 단에서 나오는 신호는 컴퓨터와 분리가 힘들어 ground 와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Isolation 타입의 op-amp는 RF 환경에서 오작동

하기 쉽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에 주의해야 한다. 

 DLP 측정 시에는 프루브에 흐르는 전류가 적으며 RF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

문에 전류 측정이 어렵다. 간단하게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데, 전류 센싱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잘 설계된 차동 증폭기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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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OP-amp 는 0 전류 보정을 위하여 출력의 offset 을 

조절 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차동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전압을 따로 측정하여 후처리 하는 경우에, 회로에 걸리는 전압

이 비교적 높고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계산되는 전류 값이 왜곡되어질 수 있

어 주의해야 한다.  DLP 에서 Tip 을 cleaning 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파형을 

얻을 수 없다. Tip으로 쓰이는 텅스텐의 표면에 오염으로 인해 얇은 절연막이 

표면에 형성되는 경우에, Tip 으로 흐르는 전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보통 대

기 중에 Tip 이 노출되면 이러한 오염이 항상 진행되는데, 측정 전에 양 Tip 

을 모두 cleaning 해줘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ip을 cleaning 하는 방

법은 플라즈마를 켠 상태에서, Tip 에 플라즈마 전위 이상의 전압을 가하여 많

은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경우 Tip 은 가열되어 오염 물질이 제거된다.  

이후 얻은 파형은 비교적 깨끗하나, smoothing 이 필요할 때가 있다. DLP 의 

경우 Savtizky-Goray 필터를 이용하여 smoothing 하는 경우, 원 신호를 왜곡시

키지 않고 최대한 깔끔하게 Smoothing 을 할 수 있었다. 

 

4.2.3 DLP 의 I-V 커브로부터의 플라즈마 변수의 계산법 

 

 DLP의 I-V 커브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주어진다. 

 

         
 

    
                                 (4.7) 

 

이 식을 미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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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이 식에 V = 0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4.9) 

 

의 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그림 4.11 에서 1번 근사선과 2번 근사선의 Y절편의 절대값의 평균이 

바로    가 되며, 전압이 0 일 때의 I-V 커브의 기울기 즉, 3번 근사선의 기울

기가 위 식의 좌변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전자 온도를 구할 수 있다. 

 

4.2.4 DLP 용 프로그램의 제작 

 

 그림 4.12 는 NI-DAQ (National Instrument 社) 를 이용하여 제작한 DLP 용 프

로그램의 모습이다. DAQ 는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Earth 단자를 공유

하므로 DLP 를 floating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중간에 Isolation Amp.(AD-215, 

Analog Device 社) 로 출력 전압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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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선형 근사된 DLP의 I-V 커브 

 

 

그림 4.12 제작된 DLP 프로그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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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DLP 와 SLP 의 데이터 비교 

 

 위에서 만든 SLP 와 DLP 로 구한 여러 플라즈마 변수를 비교해 보는 것은 

두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같은 

방전 조건에서 DLP와 SLP를 놓고 각각 실험에 보았을 때에 표 4.1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각각의 진단 툴이 10% 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4/3 스퀘어 피팅을 한 경우에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었다. 

 

  

DLP 

SLP 

1 FIT 2 FIT 4/3 FIT 

Density(         ) 2.9 1.04 1.78 2.82 

Temperature(eV) 2.1 2.0 

 

표 4.1 DLP 와 SLP 의 데이터 비교 

 

 따라서 앞에서 기술할 것처럼, SLP 를 사용하여 플라즈마의 밀도를 구할 때

에는, 이온 포화 전류에 대하여 4/3 스퀘어 피팅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

함을 볼 수 있다. 

 두 장비의 측정 방법은 독립적이고 상보적인 관계이므로, 두 개의 장비에서 

측정한 값이 유사하다면 두 장비는 모두 잘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는 의미가 있으며, 장비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M-ICP 장비 제작 시에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잠시 사용했던 상용 DLP(DLP2000, Plasmart. Co.) 로 측정했던 플라

즈마 밀도 값과 온도 값이 비슷하게 측정되는 점 또한 직접 제작한 DLP 와 

SLP 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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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agnetic Probe(    probe) 를 이용한 시변 자장의 공간 분포 측정 

 

4.3.1   probe 의 측정 원리와 문제점 

 

    probe 는 플라즈마 내부에서 시변하는 자기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플

라즈마 내에 A 면적을 갖는 원형의 코일을 설치하여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을 측정하여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다.원형 도선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4]. 

 

    
  

  
   

 
                                (4.10) 

 

 이 때 각 주파수   로 시변하는 자계는 턴 수 n 면적 S 로 이루어지는 마그

네틱 프루브의 기전력 V 로 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4.11) 

 

 여기서   는 자계와 probe 의 면이 이루는 각도이다. 따라서 플라즈마 내부

에 코일을 설치하고 양단을 플라즈마 외부에 연결하여 그 기전력을 측정한다

면 간단하게 플라즈마 내부의 시변 자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probe 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RF 플라즈

마의 경우, 플라즈마 전위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전 전위가 

fluctuation 에 의한 AC coupling 이 노이즈 성분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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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lectrostatic pickup rejection probe 

 

 그림 4.13 은 다양한 종류의    probe 를 보여준다[52]. (a) ~ (d) 는 정전 전위

에 의한 AC coupling 노이즈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며 (e) ~ (i) 는 이를 억

제하는 회로를 부가한 디자인이다. 간단하게 (e) 의 센터에 탭을 낸 트랜스포

머를 이용한 디자인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구조가 fluctuation 하는 정전 전

위에 의한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는 이유는, 센터 탭이 ground 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일의 양단으로 서로 극성만 반대이며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방향은 반대이므로 트랜스포머의 2차단에서

는 2개의 노이즈가 서로 상쇄되며,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유도 기전력으로 인

해 발생한 전류만이 전달된다. 

 

 

그림 4.13 다양한 종류의 B dot prob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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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probe 의 제작 

 

 그림 4.14 는    probe 가 실제로 장비에 적용되는 경우를 회로적으로 간단하

게 모델링한 그림이다. ICP 의 경우 플라즈마 전위의 fluctuation 은 바이어스 

파워의 주파수에 기인하므로 목적하는 R-wave 를 측정할 때에는 큰 지장이 

없다. 실제적으로 센터 탭을 써도 양단에 coupling 되는 전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본 실험에 사용된 마그네틱 프루브는 가는 에나멜 동선을 직경3 mm 의 원형

으로 5턴 감은 후에 동축 케이블에 연결하고, 외부를 5mm 의 돔형 유리로 둘

러싼 형태로 되어 있다. 전압 파형은 오실로스코프(Lecroy 社)로 측정하였다. 

 프루브는 Z방향으로 틸팅되도록 디자인되어, 높이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14 사용된    probe 의 회로적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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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약자장이 걸린 플라즈마에서 바이어스 파워가 플라즈마 변수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4.1 서론 

 

플라즈마의 밀도와 이온의 에너지는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요소이다. 용량 결합 플라즈마(CCP)에서 

플라즈마의 밀도와 이온의 에너지를 각자 조절하기 위해, 듀얼 주파수가 

사용된다[29]. 이 때에 높은 주파수를 갖는 플라즈마 소스는 밀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쓰이며, 낮은 주파수를 갖는 플라즈마 소스는 기판에 입사하는 이온 

에너지를 조절할 때 종종 쓰이곤 한다[29]. 그러나 독립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듀얼 주파수 시스템에서, 바이어스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이 플라즈마의 

밀도를 감소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30,31]. 이는, 바이어스 파워 증가에 

따른 쉬스 두께의 증가로 결국 bulk 플라즈마의 사이즈가 감소되어 저항성 

에너지 전달 효율이 떨어지며, 이와 동시에 증가한 쉬스 두께로 임피던스가 

작아져 에너지 전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플라즈마로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게 된다[32] 

이 때 약한 자장을 플라즈마에 걸어주는 경우 플라즈마의 밀도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5]. CCP 에 약한 자장을 걸어주는 경우 두 

개의 RF 파워 소스 간 비선형적 영향이 감소되는데 이는 전자의 mobility 

감소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압 방전 조건에서 

자장을 가할 경우에, 주요한 전자 열 전달 메커니즘이 stochastic 에너지 

전달에서 저항성(ohmic) 에너지 전달로 바뀐다는 것을 발견했다[35].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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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현상이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도 발견되었으며 Lee et al. 그룹은 

power balance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를 설명하였다[33].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 식각 장비 (NX50, Semes Co) 에서 웨이퍼 식각 시에 

바이어스 파워의 증가에 따라 Br 의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였다. 이 장비는 상업용 장비이기 때문에 원하는 

진단 도구를 붙이는 데 한계가 있는 점, 자장을 걸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이러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실 내의 M-ICP 장비를 이용하여 

바이어스 파워와 따른 플라즈마 밀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EEPF 와 이온 flux 가 측정되었으며, 이를 이용해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변화를 설명한다.  

 

4.4.2 실험을 위한 장치의 구성 

 

첫 번째 실험은 상업용 건식 식각 장비 (NX50, SEMES Co. LTD.) 식각 

장비에서 수행되었다. 이 장비는 12 인치 웨이퍼를 가공할 수 있는, ICP 타입의 

반응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비는 산업용 장비로 Br 등과 같은 독성 

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장비에서 p-type 의 실리콘 웨이퍼를 

HBr (200sccm) 과 Oxygen (2sscm) 혼합 가스를 흘려 놓고, 2.7 Pa 의 중성 가스 

압력 조건에서 식각을 수행하였다. 상업용 장비에 기본적으로 부가된 OES 

(Optical-Emission-Spectroscopy) 센서를 이용하여 소스 파워와 바이어스 파워를 

변경시켜가며 각 종들의 광 신호를 탐지하였다.이 때 Actinometer 로 

Ar( 750.4nm) 를 사용하였다[9]. Br 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스펙트럼 라인은 

700.5 nm ( PsPp 455 02  ) 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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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장치의 구성 

 

첫 번째 실험이 수행된 장비의 경우에, Br 등의 독성 가스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필요한 다른 부가적인 진단 장치를 구성하기 힘들며 자장을 인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두 번째 실험은 연구실 내의 M-ICP 장비에서 

수행되었다. 이 장비의 구체적인 구성은 2 장에 소개되어 있으며 그림 4.13 과 

같다. 특정 실험 조건으로 외부 냉각기를 통하여 기판의 온도를 C20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소스 파워에 27.12 MHz 주파수의 RF 파워를 10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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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정하게 인가하였다 터보 펌프를 사용하여 기본 압력을 
4103.1   Pa  

이하로 만든 후에 60sccm 의 Ar 가스를 흘려 
1103.1   중성 압력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앞장에 소개된 RF-compensated SLP 를 이용하여, EEPF 와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하였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ICP 의 경우 

SLP 팁의 반경이 Larmor 반경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SLP 측정 시 자장의 

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온 플럭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업용 이온 

플럭스 분석기 (IEDA, Impedance Co.) 를 사용하였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실험 

시 기판 위 정 중앙에 놓고 이온 플럭스를 측정하였다. 

 

4.4.3 실험 결과 및 토론 

 

첫 번째 장비에서 측정된 Br 의 밀도 변화가 그림 4.16 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4.16 (상) 에서 바이어스 파워의 크기가 150W 로 고정하였으며 소스 

파워를 350W 에서 800W 로 증가시켰다. 이 때, Br 의 밀도는 소스 파워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스 파워에 증가에 따라 

플라즈마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쉽게 해석 가능하다. 그림 4.16 (하) 에서 

소스 파워를 500W 로 고정하고 바이어스 파워를 변화시켜가며 Br 의 밀도를 

측정한 그림인데, 이 때에는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Br 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스 파워의 변화에 따라 전자 온도와 밀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실험에 사용된 중성 기체 압력은 1.3Pa 이었으며 Ar 가스의 유량은 

60sccm 이었다. 소스 파워가 플라즈마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하기 위하여 

바이어스 파워는 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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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OES 를 이용하여 측정된 (상) 소스 파워에 따른 Br 의 밀도 변화 및 

(하)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Br 의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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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뮤어 프루브의 팁을 기판 위 10cm 위치에 놓고 플라즈마 밀도와 전자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7 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의 평균 온도는 약 2.4 eV 이며 바이어스 파워에 관계 없이 거의 

일정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스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즈마의 밀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4.16(상) 과 연결되는 결과로 

파워가 증가할수록 Br 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17 ICP 상에서 소스 파워에 따른 전자 온도와 플라즈마 밀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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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ICP 에서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높이별 플라즈마의 밀도 변화 

 

그림 4.19 M-ICP 에서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높이별 플라즈마의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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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판 

중심부에서 높이 방향으로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RF 윈도우는 기판 

위 16.5cm 되는 위치에 있으며 기판의 위치는 0cm 로 그림 4.18 는 ICP 

상에서 측정한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그림 4.19 는 M-ICP 에서 측정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먼저, 같은 소스 파워를 인가하였을 때에 M-ICP 에서의 플라즈마 

밀도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ICP 보다 훨씬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밀도의 분포가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두 방전 

유형간에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ICP 는 

anomalous skin effect 라로 불리는 에너지 전달 방식이 주요하다[12]. 플라즈마 

내에서는 고전적인 skin depth 보다 비교적 긴 anomalous skin depth 를 가지는데 

이 영역에서 유도 장이 나타나며 입자와 웨이브간의 상호 작용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13]. 그림 4.18 에서 보면 RF 윈도우 5cm 밑에서 밀도가 최대치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영역, 즉 skin depth 내에서 에너지가 주로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bulk 부분에서는 바이어스에 

인가된 파워와 관계없이, 플라즈마 밀도가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안테나에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일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판으로 가까워 

질수록 플라즈마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기판으로 손실되는 입자가 증가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플라즈마의 밀도는 기판 근처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플라즈마 밀도가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이에 반해, 그림 4.19 에서 보듯이 M-ICP 에서는 플라즈마 밀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일반적인 ICP 와는 달리 플라즈마 bulk 부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ICP 장치와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다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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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 장에서 살펴보았던 M-ICP 가 가지는 독자적인 에너지 전달 방식인 R-

wave 에 의한 에너지 전달에 기인한다. 또한, 밀도 자체도 M-ICP 의 경우 ICP 

보다 5 배 정도 높은데 이는 자장에 의한 confinement 효과에 의한 것이다. M-

ICP 의 경우 ICP 와 다르게,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즈마의 

밀도가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금씩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EEPF(Electron energy probability function)을 위 실험과 

같은 소스 파워 , 압력 조건 측정하여 그림 4.20 에 도시하였다. 

 

 

그림 4.20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EEPF 의 변화 

 

그림 4.20 은 일반적인 ICP 시스템과 M-ICP 시스템에서 bulk 플라즈마 

내에서 바이어스 파워의 변화에 따른 EEPF 의 변화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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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경우에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할수록 전자의 온도가 증가하며 

고에너지군의 전자 또한 바이어스 파워에 따라 증가한다. 반면 M-ICP 의 

경우에는 바이어스 파워의 변화에 따라 EEPF 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ICP 에서는 전자의 평균 에너지가 

바이어스 파워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한편 M-ICP 에서는 유지된다 만약 

플라즈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손실이 바이어스 파워가 걸린 전극에 의하여 

형성된 RF 쉬스에 의하여 일어난다면, RF 증가에 따른 차이점은 다음 수식에 

의한 이온의 봄 속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i

e
Bohm

M

kT
V  ,              (4.9) 

 

 이 때에 BohmV , eT , iM
 
는 각각 봄 속도, 전자온도 그리고 이온의 

질량이다. 

ICP 와 M-ICP 각각의 경우에, 같은 소스 파워와 압력 조건에서 이온의 전류 

밀도를 이온 에너지 분포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림 4.21 에 

도시하였다. ICP 조건에서 바이어스 파워의 증가에 따라 이온 flux 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M-ICP 에서 이온 flux 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M-ICP 와 ICP 각각의 경우에 바이어스 파워에 따라 전자 

온도와 플라즈마 밀도가 다르게 작용하는 것은 플라즈마의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M-ICP 에서 주요한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은 

R-wave 에 의한 Cavity 공진이다[14-16]. 전자 온도와 플라즈마 밀도는 

플라즈마가 흡수한 에너지와 표면에서 잃은 에너지가 같다는  입자의 밸런스 

방정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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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TBeffTibiasICP AuenAJPP  0    (4.10) 

 

 

그림 4.21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이온 전류 밀도 

 

이 때에 ICPP , biasP , iJ  , 
effA , Bu , T 는 각각 소스 파워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 바이어스 파워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 이온 플럭스, 유효 손실 면적, 

전자 이온 쌍마다 잃은 총 에너지를 나타낸다[17]. 전자 이온 쌍마다 잃은 총 

에너지는 충돌에 의한 에너지 전자와 이온의 손실 등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ieCT T   2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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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의 온도를 높아질수록 플라즈마의 밀도는 

낮아진다. M-ICP 에서는 위 식에 하나의 term 을 더 생각해볼 수 있다. 

 

effTBeffTiwaveRbiasICP AuenAJPPP  0 
   (4.12) 

 

이 때  waveRP   는 R-wave 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R-wave 가 

실제로 M-ICP 내에서 존재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그네틱 probe 를 

이용하여  zB   을 측정하였으며 그림 4.22 에 도시하였다. 

 

 

그림 4.22 높이에 따른 zB  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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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ICP 에서 zB 는 RF 윈도우에서 skin depth 로 생각되는 3cm 

지점까지,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빠르게 감소한다[36]. 그러나 ICP 가 

자화되면 zB 는 플라즈마 깊숙하게 침투하며 플라즈마 내부에 여러 개의 local 

peak 를 형성한다. Wave heating 에 의한 에너지 전달 효율은 다른 방식들에 

의한 에너지 전달 효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바이어스 

파워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보다 웨이브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훨씬 

크므로, 바이어스 파워에 따라 전자의 온도와 플라즈마의 밀도가 덜 영향을 

받게 된다. 

식 4.12 에서 외부 자장에 의한 confinement 효과에 의하여 유효 손실 면적은 

감소하며, 플라즈마 밀도의 증가에 의한 쉬스의 두께 감소로 쉬스의 

임피던스가 변화하여 결국 biasP 가 감소한다. 쉬스의 두께는 보통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30 )
2

(
3

2

e

DS
T

V
s             (4.13) 

 

이 때에 s , 0V 는 각각 쉬스의 두께와 플라즈마와 기판 사이의 전위차를 

나타낸다. 이 전위차는 negative DC 바이어스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바이어스 파워의 변화에 따른 플라즈마 전위와 negative DC 바이어스의 차이를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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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플라즈마 전위와 negative DC bias 의 차이 

 

 

이 값은 직접적으로 쉬스의 전위차에 영향을 준다. ICP 는 M-ICP 보다 같은 

바이어스 파워 조건에서 더 큰 쉬스 전위차가 발생한다. M-ICP 의 경우 

자장에 의하여 반경 방향으로 입자의 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ICP 와 

비교하여 유효 ground 면적이 작아진다. negative DC 바이어스가 전극이 

비대칭성에서 오는 것임을 감안할 때에 작은 기판의 면적은 작은 capacitance 

를 갖게 되며 따라서 큰 전압 강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쉬스에서의 전압 

강하는 쉬스의 capacitance 에 반비례 하기 때문이다[18]. 그러나, 자장에 

의하여 전하를 띤 입자들이 confine 됨에 따라 유효 ground 면적이 작아진다. 

따라서 M-ICP 에서 negative DC 바이어스가 작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쉬스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플라즈마의 밀도인데, 그림 4.18, 그림 4.19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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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 일반적으로 ICP 의 플라즈마 밀도는 M-ICP 보다 작다. 결과적으로 큰 

쉬스 전압 강하와 작은 밀도로 인하여 같은 조건에서 ICP 에서 쉬스의 두께는 

M-ICP 보다 크게 된다. 두꺼워진 쉬스로 인하여 capacitance 가 감소하고 

따라서 방전 임피던스는 증가한다. 이는 conduction 전류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림 4.20 에서 볼 수 있듯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할수록 고에너지군 전자들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저 압력 

조건에서 two-temperature Maxwellian 분포는 보통 바이어스 파워에 의해 

발생한 쉬스에서 stochastic heating 에 의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4.4.4 요약 및 결론 

 

ICP 타입의 반응 용기를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를 건식 식각하는 과정에서, 

소스 파워가 증가할 수록 Br 의 밀도가 증가하였으나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할수록 Br 의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ICP 에서 바이어스 파워의 증가에 따른 플라즈마 변수를 

측정하여 플라즈마의 밀도가 바이어스 파워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M-ICP 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ICP 

에서는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하면 전자의 온도가 증가하여 플라즈마의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M-ICP 상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ICP 와는 다르고 R-wave 에 의한 

에너지 전달 효율이 기판을 통한 바이어스 파워에 의한 에너지 전달 효율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생각된다. 

  



98 

 

제 5장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를 이용한 플라즈마의 진단 

 

5.1서론 

 

반도체식각 장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이온과 전자이

다. 기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온과 전자의 선속과 에너지는 반도체 식각 장비

를 평가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식각 장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플라

즈마의 변수를 진단하는 기술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중 이온 에너지 

분포는 랑뮤어프루브나 QMS 등의 상용 장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없으며 이

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라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반도체식각 공정에서 쓰이는 플라즈마는, 비교적 온도가 낮은 콜드 플라즈마

로 이온 에너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기판 부에서는 바이어스 파워에 

의하여 이온이 가속되기 때문에 이온의 에너지 분포가 좀 더 복잡하게 변화한

다. 기판에 충격을 주는 이온의 에너지와 운동량은 박막의 스퍼터링, 식각 및 

증착 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온의 에너지와 그 플럭스를 측정

하는 것은 식각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다중 측정

점에서 동시에 이온 에너지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

의 제작에 대하여 기술한다. 

  

5. 2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 이론 및 구조 

 

5.2.1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IEDA) 의 이론 

 

 랑뮤어프루브 등을 통해서 플라즈마의 밀도 와 전자 온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식각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온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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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에 대해서는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식각에 있어서는 bulk 내의 플라

즈마의 밀도보다는, 실제로 기판에 입사되는 이온 flux 의 양과 이온의 에너지 

분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Ion 

energy distribution Analyzer) 가 필요하다. 이온 에너지 분석기는 1960년대부터 

이온 빔과 플라즈마 이온 측정을 위해서 여러 선진국에서 제작하여 사용해 오

고 있다.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손실 이온 에너지 분석기 제작

의 주안점을 다중 전극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 그런데 1994 년

에 일본의 GAMMA 10 tandem mirror 장치에서 플라즈마 이온 온도와 플라즈마 

전위의 측정에 사용된 “비스듬히 기울어진 다중 전극 단손실 이온에너지 분석

기” 가 개발됨으로써 단손실 이온 에너지 분석기의 개발에 새로운 방향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 분석기의 Faraday cup 부분을 Si-surface-barrier 

diode 와 같은 기존의 반도체 검출기로 대체하여 sensitivity 를 증가시키는 분

석기가 개발되고 있다. 

 그림 5.1 이온 에너지 분석기의 개략적인 구조와 전위 분포를 설명한다. 전자 

repelled grid 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일부의 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플

로팅 전압에 의해 저지되어 순수한 이온 전류만을 측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grid인 discriminator 는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온을 식별해 

내는 grid이다. 일종의 전위차 장벽을 설정해줌으로써 해당 전위차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이온만이 통과된다. 이렇게 discriminator 를 통과한 이

온들은 collector 에 걸린 음전압에 의하여 모아진다. 

collector 에 도달한 이온 전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1) 

 



100 

 

 

 

그림 5.1 이온 에너지 분석기의 구조와 전위 분포 

 

이 때     는 이온의 전하량,  는 콜렉터의 넓이,  는 사용된 금속 MESH 들

의 개구율,  는 discriminator 에 인가된 전압을 나타내며,      는 이온의 속

도를 나타낸다. 이 식은 이온 플럭스(    )에 콜렉터의 유효 면적을 곱하여 

적분한 식으로, 이온 속도와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온

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전위차이므로, 이온의 운동 에너지와 discriminator 

에 의하여 발생한 전위차에 대한 위치 에너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구

할 수 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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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전위차- 전류관계로 바꾸기 위하여, 양변을 미분하면 

 

      
 

 
 
  

   
 
 

                                (5.3) 

 

다시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5.4) 

 

따라서 이온 에너지 분포 함수      와 discriminator 에 걸린 전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5.5) 

 

즉 discriminator 에 걸린 전위에 따른 콜렉터 전류를 미분하면 이온의 에너지 

분포 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5.2(상)은 콜렉터에 흐르는 일반적인 전류-전압 파형을 보여준다. 가로축

은 discriminator 에 걸린 전압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한다. 이처럼, discriminator 에 작은 전압이 걸린 경우 대부분의 이온들이 

전위 장벽을 뚫고 콜렉터에 도 달하지만 전압이 증가할수록 그 양은 줄어든다. 

 그림 5.2(하)는 위의 그래프를 미분한 그래프이며 이 값이 바로 이온 에너지 

분포가 된다. 

 

  



102 

 

 

 

 

 

그림 5.2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의 (상) raw I-V 커브와 (하) 이를 미분한 그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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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IEDA) 의 구조 

 

 

그림 5.3 IEDA 각부의 명칭 

 

 전통적으로 IEDA 는 그림 5.3 과 같이 Ground grid, Electron repeller, Ion repeller, 

Secondary electron suppressor, Collector 의 5 개 부분의 형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 Ground Grid(GG) 

 식각 장비의 기판에 접지되어,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반응 용기의 벽전위와 

등전위가 된다. IEDA 에 입사하는 하전 입자의 potential 에너지를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과 floating grid 와 마찬가지로 IEDA 내부에 유입되는 

입자의 입사량을 제한하여 Debye 차폐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 IEDA 

내부의 전기장이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아서 정전 shield 의 역할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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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lectron Repeller Grid(ERG) 

음의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collector 로의 전자 유입을 억제한다. 특히 가둠 

전위가 형성될 때에는 다량의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단손실 전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음의 고전압을 ERG 에 인가하여 collector 로의 전자유입을 억제하여 

이온 계측의 정밀도를 증가시킨다. 

(c) Ion Repeller Grid(IRG)(Discriminator Grid) 

양의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collector 에 입사하는 이온의 에너지에 따른 분류를 

행한다. Grid 에 인가 된 전압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이온을 통과시키고 그 

이하의 에너지를 가지는 이온들은 튕겨내게 된다. 통상적으로 0~ 200V 의 

양의 전압을 주파수 1kHz 의 삼각파에 의해서 소인하며, 반주기마다 0.5ms 의 

시간 분해능으로 축방향 이온 온도, 플러그부의 전위의 도출이 가능하다. 

(d) Secondary Electron Suppressor Grid(SESG) 

REG 에 인가된 전압보다 약 -0.2kV 정도의 낮은 전압을 인가하여 입자가 

SESG 보다 앞의 GRID 및 COLLECTOR 에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이차 전자를 

각각의 방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 GRID 의 MESH 는 다른 GRID 에 

비교하여 충분하게 거칠게 되어 있으므로, 이 GRID 로부터 생긴 이차 

전자량은 적다. 

(e) COLLECTOR 

음의 전압이 인가되어 앞의 5 가지의 GRID 를 통과해온 이온 입자를 

전류신호의 형태로 수집한다. 이를 통해 받아들인 전류신호는 Ion Repelled Grid 

의 전압 신호에 기준하여 해당 전위를 넘는 이온 입사의 합을 의미한다. 이 

전류신호를 미분한 값이 해당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온 입사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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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중 측정점을 가지는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의 개발 

 

 이온 충격 효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표면에 충돌하는 이온 에너지 분포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이온에 의한 식각 의존성이 높은 Dielectric 식각 장

치의 경우, 이온 에너지 분포는 식각률과 식각 프로파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식각 결과를 예측할 수 있

다.  또한 식각의 균일성 측면에 있어서도, 기판의 각 영역마다의 플라즈마 밀

도와 전자온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Dielectric 물질의 식각에 영향

을 주는 이온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바는, 먼저 식각 반응 용기 내의 이온 에너지 분포 

측정을 측정하기 위한 “다중 고전압 이온 에너지 분석기”를 개발 제작하여, 

기존의 “단일 이온 에너지 분석기”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가진 이온 에너지 

분석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은 모두 반응 용기 내 플라즈

마의 이온 에너지 분포와 그 균일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5.3.1 이온 에너지 분포 분석기 센서의 개발 

 

 실제 IEDA 를 디자인하는 데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IEDA 는 고 RF 환경에서 동작하므로 노이즈가 무척 심하며, 각 GRID 에 높

은 전압이 걸리므로 내부에서의 방전 문제, 혹은 고전압에 의한 절연막의 파

괴 현상 등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각 레이어 마다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각 레이어의 두께를 결정하기에 앞서 FEMM(Finite Element Method 

Magnetics) 라는 툴을 이용하여, 내부에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산 모

사를 하였다 [45]. FEMM 은 유한 요소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전장이나 

정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용 툴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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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이유는 메탈의 두께나 절연층의 두께에 따라 가해진 전기장이 

localize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기장이 grid 근처에 

localize 되면 정확한 포텐셜 장벽을 만들지 못하여 측정 값에 오류가 발생하

게 된다.  이를 위하여 3개의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메탈 레이어가 두꺼울 수

록 유리한지 여부, 금속 레이어에 홀을 만들 목적으로 사용할 메쉬의 사양, 그

리고 IEDA 의 구조가 테이퍼 질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는 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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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얇은 메탈 레이어를 가정한 FEMM 시뮬레이션 결과 

 

 

 (b) 두꺼운 메탈 레이어를 가정한 FEMM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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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esh 의 사이즈가 작아질 경우를 가정한 FEMM 시뮬레이션 결과 

 

 

 (c) 홀이 테이퍼 질 경우를 가정한 FEMM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4 FEMM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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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a)와 (b)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금속 

레이어가 얇을수록 전기장이 포텐셜 장벽을 형성하지 못하고 메탈 그리드 

근처에서 localize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a)와 (c)를 비교해 보면 홀의 

사이즈가 클수록 전기장이 localize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금속 

메쉬의 두께는 두꺼울 수록, 그리고 촘촘할 수록 측정에 유리하다.  SUS 

메쉬의 경우에 그 촘촘함을 나타내는 단위로 mesh per inch 를 사용하는데 

만약 사양이 300 mesh/inch 인 경우에 1 인치 안에 300 개의 SUS 재질의 

선으로 직조한 것을 의미한다. 직조 방식은 평직이나 능직으로 직조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홀의 정방성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이 때 능직으로 직조된 

가장 촘촘한 메쉬의 사양은 500mesh/ inch 로 이를 금속 레이어로 사용하였다.  

절연층의 두께와 재질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절연층이 얇으면 절연 파괴가 

쉽게 일어나며, IEDA 는 흔히 고온의 환경에서 동작하므로 열에도 강해야 

한다. 보통 플라즈마 내에서 절연 물질로 사용되는 재질은 알루미나와 같은 

세라믹 필름이다. 그러나 이런 재질은 가공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다중 측정점을 가지는 IEDA"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IEDA 내부의 절연층들이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면적이 극히 

적다는 점을 가정하면 선택의 폭이 증가하는데 테프론 필름이나 Polyimide 

필름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테프론의 경우에 필름의 형태로 재단하면 

쉽게 말리며, 열에 의해서 팽창 수축이 크다. 따라서 필름의 형태로도 비교적 

단단한 Polyimide 를 이용했다. 이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 절연 특성이 표 5.1 

에 기술되어 있다.  절연 파괴 전압이 1um 당 대략 100V 가량으로, 10um 

이상의 두께로 사용하면 2kV 정도의 절연 파괴 전압을 가지게 된다. 또한 

Kapton 필름의 녹는 점은 300 도 이상으로 고온의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 따라서 IEDA 가공 시에 절연층으로는 캡톤 필름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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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25um 두께의 필름을 선택하였다.  필름의 두께는 IEDA 

내에서 방전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IEDA 내에서 방전이 발생하면 

반드시 open 되어야 할 채널 간 저항이 발생하거나, 다른 전류 통로를 

생성시키므로, 원 신호를 왜곡시키는 큰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IEDA 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그림 5.5 의 Paschen 커브를 이용하였다.  

최악 조건으로, 방전이 가장 잘 일어나는 Ar 가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1000V 의 방전 전압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견디려면  Paschen 커브 

상 pd 값은 -0.2 보다 작거나, 20 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구동 압력이 1mTorr 

~ 100mTorr 정도의 환경이라고 가정한다면 25um 두께의 절연층에서는 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1 절연층의 사용한 캡톤 필름의 특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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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각 기체별 Paschen's curve[49] 

 

이렇게 각 레이어의 두께와 재질을 감안하여 제안된 IEDA 의 각 측정점의 

구조는 그림 5.6 와 같다. 디자인 시에 주의할 점은 IEDA 내에 빈 공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어스에 파워를 가하는 경우 RF 가 침투하여 빈 

공간에서 local 방전이 발생하기 쉽다. 다중 측정점을 가져야 하므로 그림 5.6 

의 다중 구조가 여러 장소에서 반복하여 놓여져야 한다.  

 그림 5.7 은 IEDA 센서의 케이스 디자인이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이를 

CNC 등으로 가공하여 하드 아노다이징하였다. 두께는 커버 포함 4mm 이다. 

5 개의 측정점이 중앙부와 4 방에 존재하며, 센서 위치의 작은 원들은 IEDA 

각 부분의 orifice 가 된다. 열에 의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사를 

비교적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탭을 내었다. 케이스 상부의 플랫한 부분이 

케이블을 위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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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제안된 IEDA 센서의 기본 구조 

 

 

 

그림 5.7 IEDA 센서 케이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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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구현을 위하여 Collector layer 는 하나의 FPCB 에 패터닝을 하여 

제작하였으며 그림 5.8 과 같다. FPCB 의 경우 Substrate 의 재질이 Polyimide 로 

Kapton 필름과 동일한 재질이며, 따라서 열에 강하다. 

 

 

그림 5.8 IEDA 센서 콜렉터 레이어 디자인 

 

 각각의 금속 레이어는 모든 측정점에 동일한 전압이 인가된다. 따라서 

하나의 메쉬를 재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재단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얇은 강판에 붙여 레이저로 컷팅을 하였으나, 메쉬 자체가 저항이 비교적 

크고 직조가 되어 있어서 잘 늘어나서 레이어 간 정렬이 힘든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콜렉터와 마찬가지로 FPCB 를 이용하여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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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절연층의 기능까지 한 번에 구현하였으며 그림 5.9 와 같다. 각각의 

측정점 위에 메쉬를 동그랗게 잘라 접촉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림 5.9 IEDA 센서 절연 및 메쉬 레이어 디자인 

 

 이렇게 측정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채널 간 오차가 얼마만큼 날 것인지 

중요한데 각 채널의 콜렉터 너비는 모두 동일하며, 메쉬의 재질도 동일하여 

개구율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채널 간 정렬로 

인하여 오차가 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렬기를 특별이 재작하고 그 위에 

정렬을 위한 현미경을 부착함으로써 채널 간 오차율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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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전류 측정 회로의 개발 

 

 collector 에 흐르는 전류는 수 uA 단위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증폭기가 

필요하다. 문제는 IEDA 는 보통 높은 바이어스 전원 조건에서 동작하여 큰 

RF 노이즈가 발생한다. 또한 대기 중으로 방사되는 RF 노이즈 뿐만 아니라 

기판과 IEDA 의 각 메탈 GRID 가 직접적으로 capacitively coupled 되어 큰 RF 

전류가 흐른다. 

 

 

 

그림 5.10 IEDA 에서 RF filter 의중요성 

 

 그림 5. 10 은 IEDA 에서 RF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모델링한 그림이다. IEDA 

와 Substrate 는 두 금속면이 유전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모습으로 커다란 

기생 Capacity이 발생한다. 보통 Bias 의 파워는 AC 성분이므로, 이러한 Cap. 

이 임피던스 작용하여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는 filter 

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전압 레벨이 매우 큰 영역에서 동작하므로, 

Active 필터를 사용할 수 없고 Passive 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Choke filter를 사용이 어렵다. 왜냐하면, 비교적 높은 주파수인 13.56Mhz 등을 

i
RF source (2Mhz or 13.56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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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기 힘든데 그 이유는 기생 Capacity 나 인덕턴스에 의하여 중심 주파수가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를 

이용하는게 편하다. 그러나 이 때에도, 바이어스의 파워를 증가할수록 노이즈 

레벨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잘 디자인된 RF 차단용 필터가 필요하며, 증폭단도 

세심하게 설계 하여야 한다.  

 신호원이 전류 소스임을 감안하여, 인풋 임피던스를 작게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류 센싱용 저항을 어느 정도 이상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uA 단위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전류 센싱용 저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디자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 5.11 은 이를 감안하여 

디자인한 회로이며, 그림 5.12 는 이를 직접 PCB 로 구현한 그림이다.  

 또한 기준 전압이 플라즈마의 플로팅 전위와 일치하도록 맞춰줘야 하는데 이 

값은 방전 조건에 따라 변하므로 측정 시마다 항상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Isolation 타입의 op-amp 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 기준 전압이 어떻게 변하듯, Iso-amp 후단의 기준 전압은 earth 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chip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기존에 사용한 Bur Brown 

사의 ISO124 의 경우 RF 환경에서 오작동을 하는 단점이 있었다. 후에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의 AD215 로 교체하였다. 

 회로의 전체 게인은 1단 증폭단과 2단 증폭단의 곱에 의해서 정해지며, 다음 

식과 같다. 

 

          
  

  
                             (5.6)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수 um 단위이므로, 십만배 증폭을 하여 수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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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되도록 하였다. 이 때 임피던스를 적절히 조절하여 저역 통과 필터 

(Low pass filter )의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RF 

노이즈를 차단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상적으로 1단 증폭단의 입력 전압은 Vcol 전압과 일치하여야 하나, RF 

노이즈가 매우 커서 수십 V 로 스윙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OP-AMP 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력단에 다이오드를 병렬로 달아줬으며, 이를 이용하여 

회로를 보호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전원의 입력 범위가 양 다이오드의 Vth 

를 넘을 수 없으며, 보통 그 범위는 -0.6V ~ 0.6V 사이가 된다.  각 채널간 

증폭률은 DC 의 경우를 가정하면 되며, 이를 위해서 멀티 미터를 사용하여 

저항을 정확하게 측정하였으며, 선별된 저항을 사용하여 각 채널간의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그림 5.11 콜렉터센싱 회로(Ver 3.0) 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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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콜렉터센싱 회로(Ver 3.0) 의 PCB 디자인 

 

 

5.3.3 Discriminator grid 를 위한 파형 발생기의 제작 

  

 Discriminator grid 는 여러 가지 전위 장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압이 

인가되어야 한다. 간단하게 삼각파를 인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삼각파가 가지는 AC 성분 때문에 collector 의 파형이 쉽게 왜곡될 

수 있으며, 삼각파의 상승구간과 하강 구간의 collector 전류 파형이 보통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collector 전류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대한 collector 전류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DC 성분만을 가지는 파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계단 파형을 

인가하였다. 그림 5.13 (좌) 는 Discriminator grid 에 인가되는 기본적인 파형을 

나타낸다. Transient 구간에는 ADC 의 작동을 멈추며, 어느 정도 파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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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이후부터 측정을 시작한다. 이 때 그림에서        구간이 Transient 

구간이 되며          구간이 측정 구간이 된다. 측정 구간의 그림은 샘플링 

횟수에 의하여 정해지며, 딜레이 구간은 Discriminator 와 연결된 L-C 필터의 

딜레이와 전원 공급기의 성능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파형은 DAC 등을 통하여 구현 가능하며 그림 5.12 (우) 측에 나온 

것처럼 단말기 단에 DAC 를 붙이고 부가 회로를 연결하여 구현할 수 있다. 

Isolation 이 필요한 이유는 Discriminator grid 의 최소 전압은 플로팅 전위와 

같게 맞춰줘야 하기 때문이며, 이 기준 전압이 바이어스에 걸린 파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는 1000V 의 출력을 갖는 앰프가 없다는 

것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앰프는 보통 -15V ~ 15V 정도이며 시러스 로직社 

등에서 공급하는 특별 제작된 고전압 고전류 연산 증폭 앰프 등의 경우에도 

최대 -600V ~ 600V 를 지원하며, 1000V 의 전압을 출력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Remote mode programmable power supply 을 사용하였다. 

Programmable power supply 의 경우에 출력 전압이 올라가는 Rising 구간에서는 

비교적 입력 전압을 잘 따라가지만, 출력 전압이 떨어지는 Falling 구간에서는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을 따라가지 못하고 서서히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파형의 경우에 Rising 구간만으로 원하는 

파형을 생성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측정을 시작할 경우 전원 공급기에 걸린 전압이 모두 방전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전원 공급기의 사양은, 정전원으로 3 개의 

전압을 출력하며 각각 Secondary Electron Grid, Electron Repel Grid, Collector 에 

연결되어 기준 전압을 출력하여 줘야 한다.  또한 1 개의 가변 전원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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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출력 범위는 0V~1000V 까지고, 원격 전압 조절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각 채널간 전기적으로 반드시 isolation 되어 있으며, 전원의 타입은 

최대한 전원 노이즈가 적도록 스위칭 타입의 전원보다 리니어 타입의 전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샘플링을 충분히 하여 평균화하는 경우에는 

스위칭 타입의 전원 공급기도 무방하다 

 

 
 

그림 5.13 Discriminator Waveform 생성을 위한 개념도 

 

 

5.3.4 파형 획득 장치의 제작 

 

 여러 개의 채널에서 collector 에 흐르는 전류가 전압으로 변환된 뒤, 바뀐 

전압값을 읽기 위하여 ADC 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RF 노이즈가 크기 

때문에 포인트 당 여러 번 데이타를 읽어 평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빠른 SPS (Sample per second) 를 지원하는 DAQ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상용으로 쓸 수 있는 DAQ 중 가장 빠른 제품을 

선택하였으며, 그림 5.14 와 같다. 각 채널의 입력이 Simultaneous 하면 좋으나,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측정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플라즈마가 

방전 중에는 그 성질이 잘 변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능을 

배제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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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사용된 DAQ 의 사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선택한 DAQ 의 제작사 및 모델명은  National 

Instrument 의 PCI-6251 이며, 사양은 16 개의 Analog Input 채널을 있으며, 최대 

샘플링 속도는  1.25Msps(Mega sample per second) 그리고 분해능은 16bit 이다. 

최대 20V 의 범위에서 16bit 의 분해능을 가지므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전압 

레벨은 대략 300uV 가량이 된다. 또한 2 개의 Analog Output 채널이 있으며 

샘플링 속도는 2.86Msps 분해능은 16bit 이다. 

 

5.3.5 단말기용 컨트롤러의 개발 

 

 단말기에서 DAQ 를 통하여 Discriminator 의 파형을 생성하고 수집된 

데이타를 저장, 가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윈도우용 프로그래밍 툴(Visual Studio 6.0) 에서 제공하는  MFC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원래에는 NI 社에서 출시한 LabView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나, 데이타의 후처리가 쉽지 않아 직접 제작하게 되었다. 사용한 

NI-DAQ 의 경우 이를 위하여 NI DAQmx 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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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아무리 

샘플링을 많이 하여 평균화를 취해도, RF 노이즈가 무척 크기 때문에, 적절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Smoothing 알고리즘을 위해 Savitzky Golay 

필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5.15 은 실제 동작 화면을 보여주며, 미분 기능과 

Smoothing 기능을 지원한다. 좌측 하단의 그림은 raw I-V 커브를 보여주며 

우측은 이를 미분한 커브를 보여준다. 이 때에 우측의 그림이 IEDF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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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MFC 로 제작된 윈도우용 컨트롤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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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측정 결과 

 

5.4.1 바이어스(13.56Mhz) 파워에 따른 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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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바이어스 파워(13.56MHz)에 따른 IED 의 변화 

[Ar(60sccm), 10mTorr, Source : 1000W (27.12Mhz) Bias : (13.56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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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바이어스(2Mhz) 파워에 따른 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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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바이어스 파워(2MHz)에 따른 IED 의 변화 

[Ar(60sccm), 10mTorr, Source : 1000W (27.12Mhz) Bias : (2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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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실험 요약 및 결론 

 

 IEDA 의 제작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RF 필터의 설계이다. 제대로 

된 필터의 설계가 정확한 IED 를 얻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요건이다. RF 차단 

필터와 함께 다중 측정점을 가지도록 직접 제작한 IEDA 센서와 콜렉터에 

수집된 이온을 측정하는 전자 장치,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데이타를 획득하는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모두 직접 제작하여 IEDA 를 

완성하였다. 

다중 측정점을 가진 IEDA 의 경우 각 채널간의 측정 오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널 간 서로 위치를 

변환하여 측정하고 값을 비교함으로써 오차를 보정하였다. 또한, 회로의 

증폭률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동일한 전류원을 만들어 콜렉터 단에 

물리고 이 값을 측정하였으며 보정하였다 

 제작된 다증 측정점을 가진 IEDA 를 검증하기 위하여, 2Mhz 와 13.56Mhz 

바이어스 2 가지 주파수 환경에서 IED 를 측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바이어스 파워에 따라 IED 가 변하는 모양을 측정하였는데, 바이어스 파워의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이온 에너지의 분포 범위는 넓게 나타나며,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할 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채널 간 이온 플럭스의 양이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자장을 가하지 않은 일반적인 IED 조건에서 중앙부에서 높은 

이온 플럭스를 나타내는 반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온 플럭스가 낮아지는 

모양을 보였다. 이는, 플라즈마의 밀도가 중심부에서 높게 나타나며 가장 

자리로 갈수록 밀도가 확산함에 따라 낮아지는 모양과 일치하며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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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스에도 반영된 모습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만들어진 IEDA 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다중 측정점을 가진 IEDA 를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밀도 분포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각률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위의 가능성을 활용하여 다음 장은 자장에 따라 이온 

플럭스 분포의 변화를 측정하여 식각률을 예측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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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화막 식각 플라즈마에의 응용 

 

6.1 서론 

 

 반도체 공정 중에서 건식 식각 공정은 포토 공정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정이다. 특히 산화막(    ) 식각은 절연층에 Contact hole 이나 Via hole 을 

형성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며, 특히 포토 공정과는 달리 re-

work 를 할 수 없으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12]. 산화막 식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다. 건식 식각 과정을 플라즈마 내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중성 라디컬이나 이온 등의 활성종에 의한 표면 

반응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정 변수는 활성종의 농도나 표면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라메타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투입 전력량, 

공정압력, 첨가가스, 바이어스 전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4]. 

 Wafer 위의 산화막을 식각할 때에, 높은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반경 방향의 

식각률 균일도가 높을 것이 요구되는데, 실제 식각 시에는 일반적으로 

식각률의 반경 방향 분포가 M 자형의 모양이나 W 자의 모형을 갖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테나의 위치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의 불균일, RF 

전원을 바이어스에 인가할 시에 나타나는 기판 위의 정상파의 존재 여부, 

기판 위 온도 불균일 그리고 이온 에너지나 이온 플럭스의 불균일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추측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웨이퍼의 반경 방향의 식각률과 산화막 식각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는 기판 위 반경 방향으로의 이온 에너지 분포와 

플럭스 등을 조사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더 나아가, 자장을 



131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공간상 밀도 분포를 조절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각 

균일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앞 장들의 실험 조건들과 

투입 전력량과 공정 압력은 최대한 유사하게 선택함으로 식각과 진단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진단 시에 사용된 Ar 가스는 식각 가스가 

아니므로, 산화막을 식각할 때 어떤 가스를 사용하는지 먼저 선택해야 한다. 

산화막 식각을 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계열의 플라즈마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가스인     를 사용하여 산화막을 

식각하였으며, Ar 가스를 섞어 물리적 스퍼터링을 도모하였다. F 와 실리콘 

산화막의 반응에서 spontaneous reaction 이 아주 작으므로 다른 첨가가스 없이 

비등방성 식각이 가능하다. 반면 spontaneous etch reaction 이 없으므로 

저온에서 식각시 ion bombardment 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9].  F-Si 

시스템에서의 식각 반응은 중성 F 입자의 흡착에 이은 이온 충격으로 진행이 

되는데 식각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메타는 중성 입자의 선속과 이온의 

선속으로 이 두 물리량의 절대, 상대적 값에 따라 식각 속도가 제한되기 

떄문이다[46].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산화막이 증착된 웨이퍼를 

반경방향으로 배치 후에 여러 가지 바이어스 파워 조건 그리고 자장 조건 

별로 식각을 수행하며 반경 방향으로의 식각률 분포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식각 결과와 연결하여 플라즈마의 진단을 통하여 높은 균일도의 

식각률을 달성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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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새로운 실험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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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 장치 

 

 실험에 사용된 반응 용기는 2 장에 소개된 반응 용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장 생성 방법을 기존의 영구 자석의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전자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림 6.1 과 같이 코일이 위치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1~6 번 코일과 7 번 코일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데, 이를 이용하여 

가장 자리로 갈수록 자기장이 강해지는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플라즈마의 불안정 중 하나인 플루트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는 보통 

밀도의 gradient 방향과 자기장의 gradient 방향이 같을 때에 발생한다. 보통 

반응 용기의 벽 근처로 갈수록 밀도는 작아지므로, 자기장은 반경 방향으로 

강해져야 불안정을 막을 수 있다. 각각의 코일은 얇은 에나멜 전선이 1000 회 

감겨 있으며 표 6.1 과 같은 조건으로 정전류를 흘려주었다. 이 때에 기판 

위에서 반경 방향으로의 자장 분포는 그림 6.2 와 같이 측정되었다. 

 

 

 

 

 Coil1 Coil2 Coil3 Coil4 Coil5 Coil6 Coil7 

Case0 0 0 0 0 0 0 0 

Case1 7 7 7 7 7 7 15 

Case2 9 9 9 9 9 9 15 

Case3 10 10 10 10 10 10 15 

Case4 11 11 11 11 11 11 15 

Case5 13 13 13 13 13 13 15 

 

표 6.1 자장 분표 별 전류 조건(단위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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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새로운 시스템의 반경 방향 자장의 세기 분포 

 

 

 자장의 세기 측정을 위해 테슬라미터(Kanetec 社) 를 이용하였으며, 해상도가 

1gauss 로 비교적 큰 편이이서 그래프 상 수치가 양자화되어 있다.  

 터보 펌프를 이용하여, 기본 압력을        Torr 이하로 낮춰주었으며, 

이에 필요한 펌핑 시간을 실험 별로 모두 동일하게 해주어 변인을 제거했다. 

입력 전력으로 안테나에 27.12Mhz 주파수의 1000W 를 인가하였으며, 

바이어스에는 13.56Mhz 의 파워를 여러 조건으로 인가하여 주었다. 또한, 

온도 조절기(External Chiller)를 이용하여 기판의 온도를     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었다.  각 자장 별로 플라즈마 내에서 여기되는 time varying Bz 

field 를 측정하기 위하여 앞 장에서 소개한 마그네틱 프루브를 이용하여, 

방전 공간을 1 인치 간격으로 높이별 반경별 모두 측정하였다. 이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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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low rate : 60sccm) 가스를 사용하여, 공정 압력 10mTorr 를 맞춘 후에 소스 

1000W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각 조건에서의 IED 를 측정하기 위하여 앞 장에서 소개한 다중 

측정점을 가진 IEDA 를 사용하였으며, 반경방향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6.3 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그림 6.3 반경 방향 IED 를 측정하기 위한 다중 측정점 IEDA 의 구성 

 

 이 때 각 채널의 위치는 표 6.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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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1 CH2 CH3 CH4 CH5 CH6 

위치 13.8cm 11.5cm 9.2cm 6.9cm 4.6cm 2.3cm 

 

표 6.2 다중 측정점 IEDA 에서 채널의 반경 방향 위치 

 

 식각을 위한 공정 압력은 게이트 밸브를 조절하여 10mTorr 로 맞추었으며, 

MFC (MKS 사, 247C) 를 이용하여 Ar 의 유량을 30sccm 으로    의 유량을 

18sccm 으로 흘려주었다. 식각 시간은 각각 3 분씩 진행되었으며, 기판 반경 

방향의 식각률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6.4 와 같이 실리콘 시편을 

배치하였다. 실리콘 시편의 바닥에는 열전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리콘 

재질의 미량의 써멀 구리스를 사용하여 기판에 접착하여 기판의 온도가 

실리콘 샘플에 잘 전달 되도록 하였다. 대각선 방향으로 시편이 위치한 

이유는 랑뮤어 프루브의 측정 방향과 일치시켜 랑뮤어 프루브로 얻은 

데이타와 식각률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함이다. 실리콘 웨이퍼는 p 타입을 

사용하였고, TEOS CVD(AMK 社, P-5000) 장비를 이용하여 산화막을 1um 

두께로 증착하였다. 이 웨이퍼를 가로 세로 1inch 사이즈로 재단하여 시편을 

만들었다. 정확한 식각률을 구하기 위하여, 실험 전 모든 웨이퍼 시편들의 

산화막의 두께를 미리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산화막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Nanospec (K-MAC 社의 ST-2000) 를 이용하였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샘플마다 5 포인트씩 측정하여 평균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식각 전에는 샘플을 제거하고 유량 100sccm 의    가스를 흘리며, 

10mTorr 압력에서 안테나에 1000W(27.12Mhz), 바이어스에 100W(13.56Mhz)를 

인가하고 30 분간 방전시키며 반응 용기를 cleaning 하여 실험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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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의 밀도 등을 구하기 위하여 랑뮤어 프루브가 설치되었다. 랑뮤어 

프루브는 기판 7cm 지점에서 위치하여, 벌크 플라즈마에서의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하였다. 

 식각률은 기판의 온도 분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온도 분포에 의한 

식각률의 변화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반경 방향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반경 

방향 기판의 온도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IR-thermometer 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기판 홀더는 SUS 소재로 IR 을 반사시켜 온도 측정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정확한 온도의 측정을 위하여 열 전도도가 좋은 1T 두께의 얇은 

알루미늄 판을 올려놓았는데 알루미늄 판이 빛을 잘 흡수하도록 샌딩으로 

무광 후처리 하였으며, 어두운 색으로 아노다이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6.4 웨이퍼 시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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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험 결과 및 해석 

 

6.3.1 기판 위 온도 분포 측정 결과 

 

 식각 조건에서의 온도 분포는 그림 6.5 와 같다. 외부 칠러에서     로 

설정한 후에 측정하였으며, 기판의 온도의 범위가       에서       까지 

나타나, 외부 칠러에서 설정한 값이 비교적 잘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X 축에서 0 은 기판의 중심을 나타내며 -15cm 와 15cm 는 기판의 양 끝단을 

나타낸다. 그래프 상, 반경반향으로  99% 이상의 온도 균일도를 보여주며, 

따라서 기판의 온도는 식각 균일도에 대한 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림 6.5 기판 위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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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자기장 세기에 따른 이온 에너지 분포의 변화 

 

(a) case 0 

 

(b)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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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5 

 

그림 6.6 자장별 IED 의 반경 방향 분포 

 

 그림 6.6 은 Ar (flow rate : 30 sccm) 중성 압력 10mTorr 조건에서 소스에 

1000W 를 인가하고 바이어스에 100W 를 인가하였을 때 각각의 case 에서 

IED 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반 ICP 조건에서는 플라즈마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온 

플럭스의 양이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일한 바이어스 파워를 인가할 시에 

높은 에너지 분포 영역을 가진다. 그림 6.6 에서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case 2 

와 5 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case 5 의 경우, 총 플럭스의 양은 비슷하지만 

좀 더 이온 에너지 분포의 폭이 좁다. 반경 방향의 분포를 보았을 때에, c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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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과 ch3 번의 크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림 6.7 는 

IED 에서 반경 방향으로 이온 플럭스 만을 계산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case0 

과 case 2 의 경우 중앙에서 높은 플러스를 보이다가 벽 쪽으로 갈수록 

플럭스가 단조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는 반면 case 5 의 경우에는 약 10cm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이는 R-wave 에 의한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기술한다. 

 

그림 6.7 자장 별 Ion Flux 의 반경 방향 분포 

 

 이렇게 얻은 결과를 실제 식각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온 플럭스 뿐만 

아니라 각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이온들이 입사되는 지 동시에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IEDF 상에서 평균 이온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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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각 측정점 별로 입사되는 플럭스의 양은 다음과 같다. 

 

 dEEf IEDion )(                                    (6.3) 

 

따라서 이 둘을 곱한 값이 실제적으로 식각에 기여하는 값이 되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ionionE                                   (6.4) 

 

 이를 반영하여 그림 6.7 를 다시 그리면 그림 6.8 과 같이 그릴 수 있다. 

만약, 산화막의 식각이 위의 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진다면, 실제 웨이퍼를 

식각할 때에도 그림 6.10 과 같은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가장 

식각률 분포가 균일한 경우는 case 2 와 case 5 의 사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43 

 

 

그림 6.8 반경 방향으로의 이온 에너지 분포와 평균 이온 에너지의 곱 

 

6.3.3 바이어스 파워와 Etch rate 간의 관계 

 

 그림 6.9 은 Ar 과 CF4 가스에 안테나에 1000W 를 인가하고 바이어스 

파워를 변화시켰을 때 반경 방향의 식각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Case 0 에서는 

벽쪽으로 갈수록 식각률이 단조 감소하는 모양이지만, case 5 조건에서는 10cm 

부근에서 최대값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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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9 바이어스 파워에 따른 식각률 

 

 

 case0 의 조건에서는 플라즈마의 생성은 안테나 근처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나머지 영역으로는 확산에 의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안테나와 멀어질수록 플라즈마의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반응 용기의 

벽 쪽으로 갈수록 플라즈마의 밀도가 감소하며, 이는 식각률에도 반영되어 벽 

쪽으로 갈수록 식각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case5 의 경우 10cm 

부근에서 다시 증가하는 모양을 보인다. 이는 바이어스 파워가 증가할 수록 

그 현상이 심화되는데, 바이어스 파워가 커질수록 평균 이온 에너지와 이온 

플럭스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는 3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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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자장의 조건에 따른 식각 균일도를 측정하여 보았으며 그림 6.10 에 

이를 도시하였다. 

 

그림6.10 자장에 따른 식각 균일도의 변화 

 

 이 때의 식각 균일도 는 표 6.3 과 같다. 

 

 Case 0 Case3 Case 4 Case 5 

Etch rate Uniformity 87.7% 91.8% 97.3% 95.6% 

 

표 6.3 자장에 따른 식각 균일도 

 

 표 6.3 에서 보듯 case4 의 조건에서 가장 식각 균일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6.8 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데, 식각률의 분포가 이온 플럭스의 

분포를 따라가는 모양을 그린다. 이를 보았을 때에, 산화막 식각에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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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것은 이온 에너지와 이온 플럭스 임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자장의 세기가 세 질수록 10cm 부근의 식각률이 높아지는지 이유를 알기 

위하여, 플라즈마 내의 wave 를 측정하였으며 다음 장에 기술한다. 

 

6.3.4공간 내 시변 자기장 분포 측정 결과 

 

 자장이 강해질수록 10cm 부근의 식각률이 다른 이유는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장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플라즈마내의 파동 중 R-WAVE 등의 

존재로 인하여 M-ICP 에서는 에너지가 플라즈마 깊이 침투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R-wave 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마그네틱 

프루브를 이용하여 그림 6.11 과 같이 다양한 자장 조건에서 time-varying Bz 

filed 의 분포를 측정하여보았다. case 0 과 같이 자장이 없는 조건에서는 Bz 

field 가 RF window 근처에서 급격이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는데, skin depth 

내에서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그에 비하여, 자장이 증가할수록 

플라즈마 깊숙하게 Bz field 가 침투하는 모습이다. case 5 의 경우 Bz field 가 

기판까지 도달하여 이에 의한 반사파로 인하여 정상파가 형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자장에 의해서 생성된 R-wave 에 의하여 안테나에서 생성된 

전계가 플라즈마 내부 깊숙하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Bz 이 강한 영역에서는 에너지 전달이 많이 이뤄지며, 이 영역에서 

가스의 해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그림 6.12 에서 F 

라디컬의 공간 분포를 보면 이 영역에서의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높아진 F 

라디컬과 이온 플럭스의 영향으로 이러한 부분 밑에 위치한 곳의 식각률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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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0 (0mA) 

 

(b) case 1 (35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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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 (500mA) 

 

(d) case 5(650mA) 

그림 6.11 자장에 따른 time-varying Bz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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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F 자장에 따른 라디컬의 반경 방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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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결론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 에너지 전달은 안테나 근처의 skin depth 내에서 이

뤄지며 이 때 생서된 플라즈마는 반응 챔버 내 전 영역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화막 식각 시에 식각률은 중앙부가 높으며 가장 자리로 갈수록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플라즈마

에 수직 방향으로 자장을 걸어주는 것이다.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 자장을 인가하는 경우에 플라즈마 내부에는 R-wave 

가 존재하게 된다. R-wave 에 인한 효과로 플라즈마 깊숙이 에너지가 전달되

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플라즈마 내부에 국부적으로 에너지의 전달이 일어나게 

되며 자장이 세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강해진다. 이로 인하여 이온 플럭스의 

분포와 라디컬 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식각률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특정 자장 조건에서 좀 더 개선된 식각 균일

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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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인 450mm 웨이퍼 가공에 필요한, 새로운 

플라즈마 소스의 개발과 관련하여, 약한 자장이 인가되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 약한 자장이 인가되는 

경우에, 높은 플라즈마 안정성, 높은 밀도, 높은 식각률 및 높은 밀도 균일도

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플라즈마에 자장이 인가되는 경우 플라즈마가 가지는 여러 가지 고유한 특

성이 변화한다. 자장을 이용하여, 반응 용기를 꾸미는 경우에 기대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자장에 의하여 입자가 confine 되는 효과이며 이 때문에 입

자들의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어 밀도가 증가하며 반응 용기 내에 플라즈마의 

균일도가 변화한다. 또한, 외부 자장이 존재하는 경우 플라즈마 내부에 다양

한 형태의 웨이브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플라즈마의 생성과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전달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두 특성 모두 플라즈마의 균일

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성질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여러 특성들을 살펴

보았다. 

가장 먼저,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 공정 시에 웨이퍼와 플라즈마가 맞닿는 

경계면인 쉬스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중 쉬스 내의 전기장을 레이저 유

도 형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특별하게 제작된 회로를 제작하여 레이저

의 시간 분해능과 공간 분해능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레이저 유기 형

광 장치를 꾸미고, 전기장을 측정한 결과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도 바이어스 

파워의 위상에 따라 쉬스가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장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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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이 쉬스의 두께가  축소되며 쉬스 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 바이어스 파워를 인가하는 경

우에 그 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자장을 걸어주는 경우 밀도가 떨어

지지 않고 유지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플라즈마에 자장을 가하

는 경우에 발생하는 R-wave에 의한 효과로 일반적인 유도 결합 플라즈마와 

다른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R-wave 에 의하여 안

테나에서 생성된 전계가 플라즈마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기판 근처까지 에너

지 전달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여러 진

단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특히 랑뮤어 프루브와 시변 자계를 측정할 수 있는 

마그네틱 프루브를 직접 제작하여 진단하였다. 그 결과 자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RF 윈도우 근처에서 빠르게 감쇄하던 전계가 자장을 인가하는 경우에 

플라즈마 내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측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플라

즈마 내부에서 R-wave 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식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온 플럭스와 이온 에너지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실제 산화막 식각을 통하여 그 관련성을 연관지어  보

았다. 이 실험을 위하여, 다중 측정점에서 동시에 이온 에너지와 이온 플럭스

를 측정할 수 있는 이온 에너지 분포 측정기를 제작하였으며 완성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반경 방향으로 이온 플럭스의 분포와 산화막의 식각률 분포가 유사

함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이용하면 실제 산화막을 식각하기 전에 단순한 

진단만을 이용하여 식각률 균일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자장의 분포를 적절하게 조절함에 따라서 식각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장이 걸린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R-wave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플라즈마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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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는 영역이 생성되며 이 영역에서 가스의 

해리 등이 많이 일어나 F 라디컬 등이 많이 발생하고, 그 부분 아래에 위치한 

기판에 이온 플럭스가 증가함 등에 인하여, 부분적으로 식각률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자장을 이용하여 식각률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위에서 열거한 약자장이 걸린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특성 및 산화막 식각 

연구 결과에서 차세대 식각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는데, 

기존의 단순한 유도 결합 플라즈마가 가지는 저압에서의 불안정성과 반경 방

향으로의 식각률의 불균일도 등을 자장을 걸어줌으로써 개선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자장의 존재로 인하여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아져 밀도가 높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로, 전자 온도 등이 높아지는 문제점 등이 있는데 이는 실제 웨

이퍼 공정 시에 플라즈마 데미지 혹은 프로파일 조절 등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향후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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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ser-induced fluorescence (LIF) technique is used to measure the electric field in 

the sheath region of weakly magnetized inductively coupled plasma (M-ICP). First, the 

LIF spectra are simulated for the DC and RF helium plasma considering both the Stark 

energy splits and their transition probabilities. It is observed that the sheath thickness 

oscillates in time in the RF plasma and is reduced when the plasma is magnetized. The 

plasma density distribution and the electron temperature were measured to explain the 

reduction of the sheath thickness. 

 

Independent control of the ion flux and energy can be achieved in a dual frequency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system. Typically, the plasma density is controlled by 

the high-frequency antenna RF power and the ion energy is controlled by the low- 

frequency bias RF power. Increasing the bias power has been known to cause a decrease 

in the plasma density in capacitively coupled discharge (CCP) systems as well as in ICP 

systems. However an applied axial magnetic field was found to sustain or increase the 

plasma density as bias power is increased. Measurements show higher electron 

temperatures but lower plasma densities are obtained in ordinary ICP systems than in 

magnetized ICP systems under the same neutral gas pressure and RF power levels. 

Explanations for th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plasma density with increasing bias 

power are given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the heating mechanism in ordinary 

unmagnetized and magnetized ICP systems. 

 

In the ordinary ICP, the energy of plasma source is mostly transferred inside the skin 

depth near the RF window and the gradient of the plasma density from this makes a 

diffusion to whole space in the chamber. So, the plasma density is usually higher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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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than the edge. However, plasma density locally changes when the weak magnetic 

field presents in the ICP, because the different energy transfer mechanism of the R-wave 

which propagates parallel to the magnetic field. We expect that the locally enhanced 

density by the R-wave affects to the ion flux distribution above the substrate holder, and 

the etch rate uniformity is improved at the proper magnetic field strength. 

A multi point measurement ion energy distribution analyzer was made for measuring 

the ion flux distribution of the inductively coupled plasma system. The different radial 

distribution of the ion flux was measured by the external magnetic field. From the results, 

we could expect the proper magnetic field condition for better uniform etching. Under 

this magnetic condition, the highest uniform oxide etching was achieved. After measuring 

the time varying Bz field inside plasma with the B dot probe, we could conclude that the 

etch uniformity is affected by the R-wave which presents in the magnetized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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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마다 저의 곁에는 항상 힘이 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정 먼저, 

그 동안 반 백수나 다름 없는 남편을 잘 보필해 준 와이프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은이야. 정말 시작이구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박사는 아마 꿈조차 꿀 수 없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믿어주신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누나, 매형, 선이 기타  

또한, 박사 학위를 따기까지 학자로써 부족한 저를 곁에서 지도해 주셨던 

황기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수님의 지도로 무사히 졸업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 심사를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저의 논문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조언해주신 김곤호 교수님, 주정훈 교수님, 

이호준 교수님, 홍용택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험실 생활을 함께 했던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먼저 실험실에 기틀을 마련해 주신 여러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나이 많은 동기 선배를 만나서 내가 해야 할 잡일까지 도맡아 한 우리 

희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부사수로 내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던 송재현 그리고 김동현 고맙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성격도 있구나란 생각이 들만큼 성실하고 착한 우현이 

어디서든 한 사람 이상의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선배들이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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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일에도 인상 한 번 안 쓰고 묵묵히 하던 걸 보면 후배인데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겨운 실험실 말년 생활을 끝까지 즐겁게 지내게 해준 상호와 동완이도 

고맙고, 우영이와 문수, 그리고 지원 경지 모두 마지막까지 잘 지내줘서 

고맙다. 

 졸업이 길고 긴 실험실 생활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기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으며, 그에 우리의 인간 관계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인이 되더라도 연락하면서 즐겁게 지내길 

바라고,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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