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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초초                록록록록    

    
최근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증가하고,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선폭은 계속 작아지고 

있어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밀도와 청정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밀폐된 청정실과 공조 시설이 잘 갖추어진 최근의 제조 환경에서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미립자 오염과 그에 따른 패턴 불량, 디바이스의 오작동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오염 제어 방법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플라즈마 공정 중 하나인 건식 식각(dry etching) 공정에서의 

미립자 오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플라즈마 공정에서 미립자 오염의 형태는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오염, 

용기(chamber) 또는 각 종 parts의 부식에 의한 오염 그리고 공정 중 플라즈마 내에서 

발생하는 기상 미립자에 의한 오염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기상 미립자는 플라즈마 

내에서 가스 입자, 공정 부산물 등의 결합에 의해 기상 성장하여 플라즈마와 전극의 

경계 부근에 머무르다가 일정 수준의 크기와 밀도 이상이 되면 기판 위로 떨어져 오염을 

유발한다.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미립자와는 달리 기상 미립자는 그 크기가 매우 

작고(sub-micron), 대부분 공정 중에 발생하였다가 공정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특성을 보이므로 이전 세대의 디바이스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디바이스 선폭이 

수십 nm 이하로 작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치명적인 오염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플라즈마가 유지되는 도중에 기상 미립자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여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미립자 구름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기상 미립자 오염 방지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정 중 

플라즈마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미립자의 움직임 만을 제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공정의 난이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새롭고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정 중에 발생하는 미립자 오염 제어를 위해 현재까지 제안된 방법으로는 

펄스(pulse)를 이용한 RF 변조(RF modulation), 온도차를 이용한 방법, 전극 형태 

변경 등이 있는데, 이들 방법은 이미 십 수년 전에 제안된 것이고, 실험실에서의 제한된 

조건에서는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실제 양산 공정에서는 다른 중요한 목적 (식각 

프로파일 개선, 균일도 유지, 식각 속도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립자 오염 개선에 효과적이면서도 현재의 공정 조건과 시스템의 형태를 

가능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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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용 장비들이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주파수의 RF power 를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주파수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오염 제어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을 위해 4인치 크기의 전극을 갖는 RF (Radio frequency)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Capacitively coupled plasma) 식각 장치와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Inductively 

coupled plasma) 식각 장치를 각각 구성하고, 여기에 Laser와 CCD camera 를 

설치하여 공정 중에 발생하는 미립자 구름(particle cloud)을 실시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에서는 위, 아래 전극에 각각 RF generator 를 연결하고 

특히 아래 전극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RF generator 를 동시에 

연결하여 이중 주파수(dual frequency) 장치를 구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먼저 단일 

주파수 조건에서 공정 조건(압력, 전극 간격, RF power 등) 변화에 대한 미립자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본 실험 장치가 갖는 주요한 특성을 파악하였고 듀얼 랑뮤어 

프로브(dual Langmuir prove, DLP)를 이용하여 전자 온도(electron temperature)와 

이온 밀도(ion density)를 측정하여 이것이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동일한 조건에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기상 미립자 구름은 전극에 가까이 

형성되었으며 크기도 커졌는데, 이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기판으로의 이온 플럭스(ion 

flux)가 증가하고 DC bias voltage 는 감소함에 따라 미립자 트랩의 위치가 전극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온 에너지 분석기(ion energy analyzer, IEA)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한 total ion flux 와 DC bias voltage 는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주파수에 대한 기존 연구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공정 중 외부 전기장 (RF power, DC voltage 등) 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 미립자 

구름의 위치나 형태도 변하게 되고, 플라즈마가 꺼지는 순간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던 

힘이 사라져 트랩(trap)되어 있던 미립자가 아래 전극 또는 펌핑 포트 (pumping port) 

방향으로 쓸려나가게 되어 기판 오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 상기 주파수 효과를 

적용하여 오염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공정 전환 구간(transition 

step)에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만을 유지하고, 방전 종료 시점에도 낮은 주파수의 RF 

power 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중에 turn off 함으로써 buffer step 효과를 주어 

미립자 구름의 위치를 기판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동한 미립자 

구름은 최종 방전이 종료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펌핑 포트로 빠져 나갔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중 주파수 장치의 두 가지 형태(bottom dual, top-bottom dual)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여 모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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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에서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립자 구름을 

관찰하였는데, 용량 결합형 장치와 달리 아래 전극에 인가된 bias power 의 유무에 

따라 미립자 트랩의 생성 여부가 결정되었고 source power 만 인가 시에는 조건과 

무관하게 미립자 구름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이용하여 공정 전환 구간 동안 bias 

power 를 유지함으로써 미립자가 기판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트랩(trap)되어 있도록 

할 수 있었고, 방전 종료 시점에는 source, bias 순으로 turn off 하되 bias power 를 

최종 turn off 하기 전 buffer step 을 삽입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bias power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source 와 bias power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상기와 같이 적용한 후 bias 에 대해서는 용량 결합형 장치에서 

확인한 주파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식각 장치에서는 미립자 트랩의 관찰이 힘들다는 이유로 활발한 논의가 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는 유도 결합형 장치에서도 충분한 이온 에너지를 확보하고자 높은 bias power 

를 사용하고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미립자 트랩이 bias power 에 의존한다는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기상 

미립자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은 전환 구간 또는 방전 종료 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써 공정 결과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 양산 설비의 

hardware 나 software 의 변경 없이도 즉시 구현 가능한 매우 실용적인 아이디어이다. 

또한 주파수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행동 양식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2MHz, 13.56MHz, 

40.68MHz 외에도 다양한 주파수 영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 또한 매우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주요어주요어주요어    : : : : 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plasma),(plasma),(plasma),(plasma),    식각식각식각식각((((dry dry dry dry etching), etching), etching), etching), 기상기상기상기상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오염오염오염오염(particle (particle (particle (particle 
contamination), contamination), contamination), contamination),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particulateparticulateparticulateparticulate)))), , , , 이중이중이중이중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Dual frequency), (Dual frequency), (Dual frequency), (Dual frequency), 용량용량용량용량    결합형결합형결합형결합형    
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    식각식각식각식각    장치장치장치장치(Capaci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Capaci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Capaci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Capaci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유도유도유도유도    결합형결합형결합형결합형    
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    식각식각식각식각    장치장치장치장치(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i(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i(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i(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ng), ng), ng), 레이레이레이레이저저저저    산란법산란법산란법산란법(Laser (Laser (Laser (Laser 
scattering method)scattering method)scattering method)scatte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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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1.1 1.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배경배경배경배경    및및및및    목적목적목적목적    
 

반도체 디바이스의 수율(yield) 이란, 한 장의 wafer 를 가공할 때 투입량에 

대한 양품(good die)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써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반도체 

양산 라인의 생산성과 제품의 원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따라서, 

수율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제품의 성능 향상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노광(photolithography), 

세정(cleaning), 증착(deposition), 식각(dry etching), 검사(inspection) 등 

많은 공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누적된 문제들이 제품의 수율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미립자에 의한 오염(particle 

contamination)이다. 각 종 미립자들은 반도체 기판 위에 흡착되어 패턴의 왜곡, 

전기적 결함 등을 유발하고 나아가 chip 의 동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제어가 필요하다. 최근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점점 

증가하고,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선폭은 계속 작아지고 있어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밀도와 청정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밀폐된 청정실과 공조 

시설이 잘 갖추어진 최근의 제조 환경에서도 실제 양산 중 발생하는 미립자에 

의한 기판 오염, 소자의 오작동 등의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오염 제어 방법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선폭이 작아지고 고집적화 될수록 오염에 의해 회로의 동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립자의 크기는 계속 작아질 것이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플라즈마 공정 중 하나인 건식 식각(dry etching) 

공정에서의 미립자 오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립자 오염의 형태는 

크기나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오염, 용기나 설비 자체의 부식에 의한 미립자 오염 그리고 공정 중에 플라즈마 

내에서 공정 부산물과 각 종 가스 입자에 의해 기상 성장하여 기판으로 떨어지는 

기상 미립자에 의한 오염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플라즈마 내에서 기상 

성장하여 기판을 오염시키는 서브마이크론(submicron) 크기의 작은 입자들은 

외부 청정도의 유지, 용기(chamber)의 세정 등에 의한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고, 대부분 공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하였다가 공정이 끝남과 동시에 펌핑 

포트나 기판으로 이동하여 사라지므로 공정 진행 중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여 

이를 제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공정 중에 실시간으로 미립자의 

구름이 생성되어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미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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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방지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정 중 개별 미립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정밀한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대략적인 형태만을 

파악하기에도 출력이 높은 Laser 시스템과 부가적인 실험 장치 등이 요구된다. 

이는 실험실에서는 가능하지만 수 백대의 설비가 동시에 가동 중인 양산 

공정에서 각 설비 별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는 공정 후 검사 과정을 따로 

두어 오염이 확인될 경우 그 원인을 역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발생 

즉시 제어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항상 지니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하더라도 

플라즈마가 유지되는 동안 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미립자의 움직임 만을 

제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공정의 난이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정 중에 발생하는 기상 미립자에 의한 오염 제어를 위해 현재까지 제안된 

방법으로는 펄스(pulse)를 이용한 RF 변조(RF modulation), 온도차를 이용한 

방법, 전극 형태 변경 등이 있는데[5][12][13][14], 이들 방법은 이미 십 수년 

전에 제안된 것이고, 수십 nm 수준의 초 미세 패턴을 가공해야 하는 현재의 

양산 공정에서는 다른 중요한 목적 (식각 프로파일 개선, 균일도의 유지 등) 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미립자의 행동 양식뿐 아니라 

공정 결과도 함께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큰 종횡비(aspect 

ratio)를 갖는 deep contact etching 등에서 충분한 선택비 확보를 위해 C4F6 

등의 polymer-rich 가스를 다량 사용하는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C-F polymer 

는 기상 미립자의 성장을 도와 미립자 오염에 더욱 취약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양산 중인 공정 조건과 장치를 그대로 활용하고 공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립자 오염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와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를 

각각 구성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였고, 특히 최근 상용 장비들이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RF power 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주파수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오염 제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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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1.2 1.2 논문의논문의논문의논문의    구성구성구성구성    
 

본 논문은 제 1장의 서론과 제 5장의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5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최근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즈마 식각(plasma etching) 장치의 원리 및 종류를 간략히 설명하고 실제 

공정 중에 발생하는 미립자(particle)의 형태와 발생 메커니즘을 기존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내에서의 미립자 행동 양식과 

쉬쓰(sheath) 경계 면에 존재하는 미립자의 트랩(trap)을 플라즈마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이에 따른 힘의 균형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식각 장치 (Capaci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system) 에 대한 실험 방법 및 실험 결과, 플라즈마 진단을 통한 

결과의 해석 그리고 응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4인치 크기의 

RF (Radio frequency)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식각 장치를 구성하고, 여기에 

Laser와 CCD camera 를 설치하여 공정 중에 발생하는 미립자 구름(particle 

cloud)을 실시간 관찰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위, 아래 전극에 각각 RF 

generator 를 연결하고 특히 아래 전극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RF generator 를 동시에 연결하여 이중 주파수(dual frequency) 장치를 

구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먼저 단일 주파수 조건에서 공정 조건 변화에 대한 

미립자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본 실험 장치가 갖는 주요한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것이 기존 연구 결과와 잘 부합되는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중 주파수 

조건에서 주파수에 따른 미립자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미립자 오염 제어에 활용하고자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공정 중 외부 

전기장 (RF power) 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은 트랩(trap)되어 있던 

미립자가 아래 전극 또는 펌핑 포트 (pumping port) 방향으로 쓸려나가면서 

기판 오염에 매우 취약한 순간이므로 이 때 주파수 효과를 적용하여 미립자에 

의한 기판 오염 제어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중 주파수 장치의 두 가지 형태(bottom dual, top-bottom dual)에 대해 

모두 실험을 진행하여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존의 양산 설비에서도 

hardware나 software 의 변경 없이도 구현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식각 장치 (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system) 를 구성하여 미립자 구름의 행동을 관찰하였으며, 유도 결합형 

장치가 갖는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응용하여 미립자 제어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5장에서는 기상 미립자 오염 제어에 관해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들을 

정리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4

제제제제    2 2 2 2 장장장장    플플플플라즈마라즈마라즈마라즈마    내에서의내에서의내에서의내에서의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행동행동행동행동    양식양식양식양식    
 

2222....1111    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    식각식각식각식각    장치의장치의장치의장치의    원리원리원리원리    
 

플라즈마(plasma)는 전기적으로 준 중성(quasi-neutral) 상태의 이온화된 

기체를 말하며, 일반적인 중성 기체와는 달리 전기적인 힘(coulomb force)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 원자 및 분자로 이루어진 가스에 전기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방전시키면 전자(electron), 이온(ion), 분해된 가스 

(radical) 그리고 광자(photon) 등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중성 가스(neutral gas) 

와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플라즈마 이다. 오늘날 플라즈마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응용 기술이 개발되어 디스플레이 소자, 반도체 공정, 핵융합로 

그리고 환경 산업 분야에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공정 중 건식 

식각(dry etching)은 대표적인 플라즈마 응용 분야의 하나로, 습식 식각(wet 

etching)과 달리 이방성(anisotropic) 형상을 얻을 수 있고 낮은 공정 비용, 

높은 청정도, 쉬운 공정 제어 등을 이유로 반도체 패터닝(patterning)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소자 제작 등에서도 필수적인 공정으로 자리 잡았다. 

플라즈마가 갖는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플로팅 전위(floating 

potential), 쉬쓰(sheath), 디바이 쉴딩(Debye shielding), 양극 확산(ambipolar 

diffusion) 등을 들 수 있다[8]. 전기적으로 고립된 기판이 플라즈마 내에 

놓이게 되면 입사하는 전자의 플러스(flux)가 이온의 플럭스(flux) 보다 크므로 

기판이 음전하(negative charge)로 축적되게 된다. 이와 같이 기판이 음전하로 

축적되면 이 기판은 전자를 밀어내고 이온은 끌어당기게 된다. 이러한 전하 

축적은 전자의 플럭스가 줄어들어 이온의 플럭스와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일어나게 되고, 이 때 고립된 기판에 유도된 전위를 플로팅 전위(floating 

potential)라고 한다. 이 플로팅 전위는 항상 플라즈마 전위(plasma potential) 

보다 낮은 값을 가지게 된다. 기판이 플라즈마에 비해 낮은 전위를 가지면 

기판과 플라즈마 사이에는 어두운 지역(dark space)이 나타나는데 이를 

쉬쓰(sheath)라고 부른다. sheath 내에서는 플로팅 전위에 의해 전자가 밀려나게 

되어 이온의 수가 전자보다 많게 되고, 이온은 기판과 플라즈마의 전위차만큼 

힘을 받아 가속되어 기판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sheath는 이온이 많아 양의 

공간 전하 축적 (positive space charge) 지역이 되고, 전자가 적어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어두운 공간이 되어 다크 스페이스(dark space)라고도 한다. 

sheath 전위(sheath potential)는 플라즈마 전위와 기판 전위의 차이로 정의되고, 

전자의 온도, 이온과 전자의 질량 비(mass ratio)에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약 

5~15V 정도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8]. sheath 경계면으로 입사한 이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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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m sheath criterion 에 의해 Bohm velocity 이상의 속도를 갖게 되고 이는 

[그림2-1] 에 나타나 있다[9]. 이것이 다음절에서 설명할 미립자의 트랩이 

sheath 경계에서 생성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Velocity of ions at sheath:

Sheath edge electrode

us

ion

 

[그림2-1] Bohm sheath criterion 

 

 

플라즈마가 갖는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디바이 쉴딩(Debye 

shielding)을 들 수 있다. 플라즈마에는 많은 이온과 전자가 중성 원자와 함께 

존재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순 전하(net charge)는 0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 한 지역에 전하를 넣어 균형이 깨지면, 주변의 전자가 전하에 반응하여 

인력(또는 척력)을 느끼고 모이게(또는 멀어지게)되어 전하에 의한 주변 전위의 

변화를 디바이 길이(Debye length)라고 부르는 일정 범위 안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이를 디바이 쉴딩이라고 한다. 이 차단 효과(screening effect)에 의해 

전자나 이온은 서로간에 발생하는 정전기력에 영향이 없이 자유로운 입자로써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플라즈마 내에 전자와 이온의 농도 구배가 발생할 경우 전자의 평균 

속도가 이온보다 빠르기 때문에 전자의 확산이 이온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플라즈마가 접해 있는 용기의 벽이나 전극으로의 전자 손실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자의 빠른 확산에 의해 플라즈마 내부는 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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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게 되어 양전하가 발생하고 전자가 이동한 지역은 음전하가 발생하여 

이들간에 전기장이 생성된다. 이 전기장은 전자와 이온을 서로 당기게 하여 결국 

둘의 확산 계수는 이온에 의해 제한되어 동일하게 되는데, 이를 양극 확산이라고 

한다[8].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Capacitively coupled plasma, CCP) 는 대표적인 식각 

장치로써 두 개의 평판 전극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한 전극에는 고주파 전력(RF 

power)를 인가하고 다른 전극은 접지를 한 형태이다. 두 전극 사이에 적당한 

가스를 넣고 방전을 하면 두 전극 사이에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이 때 전력을 

가한 전극 면에 기판(wafer)을 놓게 되면 유도된 직류 전압(DC bias voltage)에 

의해 이온(ion)이 기판 쪽으로 가속되어 충돌하고 라디칼(radical)과의 반응성을 

높여 식각이 진행된다. 이러한 형태의 식각 시스템을 반응성 이온 식각 

장치(reactive ion etching system, RIE)라고 부른다. 원하는 식각 프로파일 

(profile)을 얻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밀도 즉 이온 밀도, 가스 분해도 뿐 

아니라 이온의 에너지도 중요한데, 최근에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고주파 전력을 가하여 플라즈마 밀도와 이온의 에너지를 각각 조절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CCP 보다 저압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얻기 

위한 시스템으로는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Helicon 플라즈마 등이 있는데[8],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의 경우 외부 (주로 

용기의 위쪽) 에 설치된 안테나(Antenna)로부터 발생된 전자기파가 용기 내부로 

침투하여 고밀도의 방전이 이루어지고 기판이 놓인 전극에 별도의 고주파 전력을 

인가하여 기판으로의 이온 에너지를 조절함으로써 이방성 식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고밀도 플라즈마의 경우 예전에는 낮은 선택비, 균일도 등의 

문제로 잘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초미세 패턴의 식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에는 이온과 분해된 가스를 함께 사용해야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 실리콘과의 반응성이 높은 불소(F, fluorine)를 포함하고 있는 CF4 를 

분해하여 얻은 CF3
+, F 등의 성분과 Ar+ 와 같은 무거운 이온이 함께 실리콘 

표면에서 반응하여 식각 속도를 높여주게 된다. [그림2-2]에는 대표적인 식각 

장치인 CCP 와 ICP 의 구조가 나타나 있고, [그림2-3]은 식각이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히 보여주고 있다. 실리콘(Si) 또는 실리콘 산화막 (SiO2) 등의 

반도체 물질의 식각에는 주로 CF4, C4F8, CHF3 와 같은 플루오로카본 

(fluorocarbon) 계열의 가스가 사용되는데, 반응 후 형성된 화합물(SiF4)의 

증기압이 높아 기체 상태로 펌핑 포트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고, 아울러 식각 

중에 형성된 C-F 폴리머(polymer)가 패턴의 벽면에 증착되어 식각 억제 

(blocking layer) 역할을 하여 반응성 가스로부터 수직면을 보호하고 이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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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 수평면은 이온 충돌을 이용하여 계속 식각이 진행되도록 하여 수직한 

식각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다. [표 1] 은 다양한 반도체 물질에 대한 식각 

가스와 부산물을 나타낸 것이다[8]. 본 연구에서는 CF4, H2 가스를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조합은 앞서 설명한대로 실리콘 식각 시 C-F 폴리머가 잘 형성되고 

H2의 비율을 조절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이방성 식각 프로파일(profile)을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가스의 조합이다. O2 를 첨가하는 경우 CO, CO2 형태로 

carbon 을 제거하여 벽면에 식각 억제층(blocking layer) 형성을 방해하고, H2 

를 첨가하는 경우 polymer 생성을 도와 식각 억제층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O2 와 H2 또는 CHF3 등의 gas 를 원하는 식각 형태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랑뮤어 

프로브(Langmuir prove), 이온 에너지 분석기(ion energy distribution 

analyzer) 가 있다. 이들은 플라즈마 내에 직접 탐침을 설치하여 전자의 온도, 

이온의 밀도 그리고 이온의 에너지 분포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플라즈마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기 

제작된 진단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실험 결과를 검증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응용될 수 있는 범위를 일반화시키고자 하였다. 

 

 

 

 

RF

             

RF

 
(a)                            (b) 

[그림2-2] 식각 장치의 종류 (a) CCP (b)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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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플라즈마 식각의 원리 

 

 

 

 

 

Solid Etch gas Etch product 

Si, SiO2, Si3N4 CF4, SF6, NF3 SiF4, Si2F6, ... 

Si Cl2, CCl2F2 SiCl4, SiCl2, ... 

Al BCl3, CCl4 Al2Cl6, AlCl3 

W, Ta, Nb, Mo CF4, Cl2 WF6, WCl6 

Organic Solids O2, CF4/O2 CO, CO2, HF, H2O 

[표 1] 다양한 반도체 물질과 식각 가스 및 반응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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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오염의오염의오염의오염의    원인원인원인원인    및및및및    특성특성특성특성    
 

미립자 오염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외부 인자와 공정 인자로 크게 나눌 수 

다. 외부 인자는 주로 공정의 전후, 제품이 이동할 때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공정 인자는 실제 공정 중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진공 용기 내에서 발생하여 제품에 흡착되는 것을 말한다. 외부 

인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의 청정실(clean room)을 운영하고 공정이 

완료된 후에는 밀폐하여 자동 반송을 이용하는 등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높은 

등급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조 시설과 반송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플라즈마 공정 중 공정 인자에 의한 미립자 오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첫째는 용기 벽에 붙어 있던 이전 공정의 부산물, 각 종 parts 의 

부식 또는 침식(erosion)에 의해 용기 벽과 전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성분이고, 둘째는 플라즈마 내부에서 공정 중에 기상 성장하여 임계 크기 이상이 

되거나 외부 전기장의 변화 등에 의해 기판으로 떨어져 오염을 유발하는 

성분이다. 앞의 경우는 이질성(heterogeneous) 입자로써 주로 수십 micron 

이상의 판상 형태를 갖고, 뒤의 경우는 동질성(homogeneous) 입자로써 서브 

micron 크기의 상대적으로 작은 구형을 나타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5]. 

heterogeneous 입자들은 주로 용기 벽이나 전극 표면에서 박막의 형태로 

자라다가 전하 축적에 의해 서로간의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써 이러한 성분은 주기적인 용기의 세정(wet cleaning) 및 교체, O2 

plasma 에 의한 dry cleaning 등의 방법을 통해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다. 

반면에 homogeneous 입자들은 기상 성장한 미립자로써 플라즈마 내에서 공정 

중 기체 상태로 성장 핵 주위에 달라 붙으며 성장하여 일정한 크기와 밀도 

이상이 되면 기판으로 떨어져 오염을 유발하고,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여 공정 

변수에 영향을 주다가 공정이 끝남과 동시에 대부분 펌핑 포트 등으로 사라지게 

되어 직접적인 관찰 및 제어가 힘들다. 이러한 homogeneous 입자들을 본 

연구에서는 ‘기상 미립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하였다. [그림2-4]에는 

기존 연구에서 채집된 미립자를 서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5]. 

공정 중 기상 미립자의 기원(source)은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체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이전 공정의 부산물 또는 공정 진행 중에 발생하는 

폴리머(polymer) 계열의 부산물 등이 성장 핵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SiO2 식각 대비 Si 식각 공정에서 기상 미립자의 구름이 더 빨리, 더 

크게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1], 이는 SiO2 식각 시 발생하는 O 또는 

O2 가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C(carbon)을 제거함으로써 C-F 계열의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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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방해하여 부산물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기상 

미립자는 주로 Carbon을 중심으로 하는 C-F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기판으로 떨어지거나 펌핑 포트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공정 후 

채집된 미립자의 크기는 대체로 수십 nm ~ 수 um 정도로 작은 편이다[1]. 

하지만 현재 수십 nm 수준인 반도체 소자의 선폭을 고려할 때 이 정도로도 

충분히 치명적인 불량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기상 미립자는 다양한 공정 변수에 의해 그 생성 과정과 행동 양식이 영향을 

받고 대부분이 공정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므로 직접적인 관찰 및 제어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상 미립자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였다. 

 

 

 

 

 

 

 

 

 

 

 

 

(a)                                  (b) 

[그림2-4] 플라즈마 공정 중 미립자 오염의 형태[5] 

(a) Heterogeneous (b) Homogeneous(기상미립자) 

 

 

 



 

 11

2222....3333    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    내에서내에서내에서내에서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의의의의    행동행동행동행동    양식양식양식양식    
 

플라즈마 내에 미립자가 발생하면 이동도가 높은 전자의 표면누적에 의해 

플로팅 전위(floating potential) 로 대전되어 음전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1]. Bulk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미립자들은 표면이 음으로 대전되어 

이온 유인력(ion drag force)에 의해 이온의 확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플라즈마와 sheath 경계에 도달한 미립자들은 강한 전계에 의해 sheath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림2-5]와 같이 이온 유인력과 정전기력(electrostatic 

force)이 균형을 이루는 sheath 경계에 주로 모이게 된다. 이온의 확산은 주로 

플라즈마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로 이루어지는데, 앞 절에서 설명한 양극 

확산(ambipolar diffusion) 에 의해 이온의 확산이 용기의 벽 또는 전극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온이 sheath 경계에 도달하면 Bohm sheath 

criterion 에 의해 전극 방향으로 가속되므로 근처의 미립자와 충돌을 일으켜 

미립자 역시 전극 방향으로 끌려가는 이온 유인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플라즈마에 비해 음으로 대전된 전극 표면과 음전하를 가진 미립자 간의 강한 

정전기력에 의한 반발로 인해 미립자들은 sheath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한다. 

 

이온 유인력은 이온의 확산 방향과 일치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 

 

i mt i i iF K n v m=
 

        : momentum transfer rate coefficient 

             

  : momentum transfer cross section 

                    : ion velocity distribution 

         : ion density 

          : ion velocity 

          : ion mass 

 

위 식에 나타난 것처럼 이온 유인력은 이온의 속도와 밀도 그리고 충돌 반경을 

고려한 momentum transfer cross section 에 의해 결정되고, 미립자의 

momentum transfer cross section 도 위 표현 식에 나타난 것처럼 이온 속도의 

함수이다. 플라즈마내 이온의 분포함수를 단일 속도의 beam으로 가정한다면 위 

식은 미립자 표면에 도달되는 collected ion들에 의한 힘(Fco)과 sheath내에서 

orbital motion을 하게 되는 ion들에 의한 힘(For)으로 나누어질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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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3]. 

 

i co orF F F= +  
 

      : ion drag force by collected ion 

           : collection impact parameter 

           : mean speed of ions 

 

      : ion drag force by orbital motion 

           : impact parameter of ion orbital motion 

           : Coulomb logarithm 

(  : Debye length,  : Plasma potential,  : Particle surface potential,  : Particle radius ) 

 

또한 반경 rp의 구형 capacitor 모델을 가정할 때 미립자에 누적된 전하에 

의한 정전기력은 다음과 같다[3]. 

 

e pF Q E=
 

        

e2 efl kTφ ≈ − ∕ e iT T≫(if )

04p fl P flQ C rφ πε φ= =

E : e-field

: charge of a particle (radius rp)

 
 
정전기력과 이온 유인력이 플라즈마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배적인 힘으로 

알려져 있고[1], 두 힘은 쉬쓰(sheath) 근처에서 균형을 이루어 미립자의 

트랩(trap)이 유지되지만, 외부 전계의 변화 등에 의해 플라즈마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미립자가 이동하게 된다. 특히 방전 종료 

직후 이온 유인력과 정전기력이 사라지게 되면 가스 점성력(gas viscous force 

또는 neutral drag force)에 의해 트랩되어 있던 미립자의 대부분이 기판과 펌핑 

포트가 위치한 아래 쪽으로 이동하여 그 중 상당수가 기판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 식각 공정과 같이 여러 개의 다른 조건을 한 번에 

순차적으로 (in-situ) 진행할 경우, gas 및 RF power 의 변화를 위해 전환 

구간(transition step)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RF 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는 경우도 위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판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 외에도 플라즈마 내 미립자에 작용하는 힘으로는 중력(gravitation force), 

열경사력(thermophoretic force) 등을 들 수 있는데[3], 서브마이크론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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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서 중력은 무시할 수 있고, 열경사력 또한 상하기판을 모두 동일한 온도로 

냉각하며 실험하였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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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Sheath 경계에서의 힘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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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    장장장장    용량용량용량용량    결합결합결합결합    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오염오염오염오염    제어제어제어제어    
 

3333....1111    실험실험실험실험    장치의장치의장치의장치의    구성구성구성구성    
 

RF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는 Dry Etch,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등의 반도체 공정에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본 실험을 위해 

[그림3-1]과 같이 110mm(약 4인치)의 직경을 갖는 평판 전극 형 플라즈마 

장치를 구성하였다. 기판이 놓여지는 아래 전극과 마주 보고 있는 위 전극 모두 

SUS304 로 제작되었고, 위 전극에는 Si 재질의 shower head 를 접착하여 gas 

가 전극 면 전체에 골고루 분사되도록 하였다. 위, 아래 전극에 각각 RF 

generator 를 연결하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아래 전극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frequency)를 갖는 RF generator 를 함께 연결하여 이중 주파수 

장치(dual frequency system)을 구현하였다. RF 주파수는 실제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2MHz 를 LF(Low Frequency)로 하고 13.56MHz 를 

HF(High Frequency)로 하였으며, 각각 정합(Matching) 회로를 통해 전극으로 

인가되도록 하였고, 각 전극은 상온의 물로 상시 Cooling 되도록 하였다. 

실험에서는 CF4(99.999%)와 H2(99.999%) 를 3:1의 비율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시스템에서 기상 미립자 관측이 용이한 조건으로 기존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1]. 실제 공정에서는 아래 전극에 wafer 가 놓여지고 

식각(또는 증착) 반응에 의해 부산물이 발생하여 미립자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부산물에 의한 미립자 발생을 배제하고 순수 기상 

미립자를 관찰하고자 하였고, 발생 메커니즘 보다는 발생한 미립자의 행동 양식 

및 제어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아래 전극에 wafer 를 놓지 않고 실험하였다. 

공정 진행 중에 기상 미립자의 행동 양식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 

532nm의 파장을 갖는 Nd-Yag laser (pulse, 12Hz) 와 CCD camera (Sony) 

를 사용하였고, laser에서 나온 빛이 플라즈마 영역 전체에 sheet 형태로 

입사되도록 beam expender를 설치하고, CCD 앞에는 6nm의 bandwidth 를 

갖는 band-pass filter를 사용하여 Laser 산란광 만을 검출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단, 좌우 대칭 구조이므로 산란광은 전체 플라즈마 영역의 왼쪽 절반만을 

확대 촬영하였다. 이를 이용한 미립자 구름의 분포를 관찰해 보면, 기존 연구 

결과[1][4]와 동일하게 플라즈마와 sheath 경계면에 밝은 미립자 구름이 정상 

상태(steady-state)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외부 전계 등의 변화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급격한 움직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여 행동 양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3-2]는 방전 종료 직후 미립자 구름이 기판 및 펌핑 

포트 방향으로 이동하여 사라지는 순간을 약 83ms 간격으로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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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양 전극 주위에 미립자의 트랩이 존재하고 있다가 

플라즈마가 꺼지는 순간 쓸려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미립자들이 기판 위로 

이동함을 볼 수 있고, 꺼지기 직전의 미립자 구름이 기판의 위쪽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기판의 오염은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전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의 미립자 구름 분포는 이 후 기판의 

오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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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이중 주파수 용량 결합형 식각 장치 및 실험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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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방전 종료 직후 미립자 구름의 움직임(약 83ms 간격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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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22    단일단일단일단일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조건에서의조건에서의조건에서의조건에서의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행동행동행동행동    특성특성특성특성    
 

3.2.1 3.2.1 3.2.1 3.2.1 공정공정공정공정    조건에조건에조건에조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행동행동행동행동    변화변화변화변화    
 

3.1 절에서 설명한 실험 장치에서 아래 전극(Bottom)에 13.56MHz 단일 

주파수의 RF 만을 인가하고 공정 조건에 따른 정상 상태(steady-state)에서의 

미립자 구름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RF power, 압력, 전극 간격 등에 변화를 

주었고, gas 는 CF4 18sccm, H2 6sccm (3:1)로 고정하였다. 각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는 O2 plasma 를 이용하여 용기의 벽면과 전극에 붙어 있는 

폴리머를 최대한 제거하여 이전 실험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다음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RF power 를 인가하면 약 5초 후에 서서히 전극 주위에 

미립자 구름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약 15초 후에는 정상 상태에 들어가고 이 

후 거의 비슷한 크기의 미립자 구름이 유지되었다. 미립자 구름이 최초 관찰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기존 논문에서 ‘onset time’  으로 정의하여 이미 연구된 바가 

있는데, 압력, gas ratio, wafer 유무, 막질의 종류 등 다양한 공정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RF power 에 따른 정상 상태에서의 미립자 구름을 살펴 보면, [그림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W 까지는 RF power 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지다가 이 후에는 

다시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RF power 가 증가하면 플라즈마 

내에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여 용기의 벽면에서 전자와 이온의 손실이 커지고 

이온의 확산 속도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RF가 인가된 전극방향 보다는 

반경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RF power 가 낮은 

상태에서는 전극 방향으로의 이온 유인력이 미립자를 전극 주위에 잡아둘 수 

있지만, 이온의 농도가 더 높아지면 반경 방향으로의 이온 유인력이 점점 커지게 

되어 미립자의 구름은 작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후 이중 주파수 실험 

등에서는 80~100W 수준의 RF power 를 인가하여 미립자 구름이 잘 

관찰되도록 하였다. 

동일한 gas 량에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그림3-4]처럼 미립자의 구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약 1torr 에서는 전극 위에 형성된 sheath 경계면 

전체에 미립자 구름이 생성되었다. 전극 간격에 따라서도 미립자 구름의 크기는 

변화하는데[그림3-5], 20mm 에서 가장 큰 미립자 구름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후 실험에서는 압력은 300mT, 전극 간격은 20mm 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상기 결과에 대한 원인은 본 실험 장치에서 직접 측정한 전자 온도 및 

이온 농도를 이용하여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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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RF power 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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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압력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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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전극 간격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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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3.2.3.2.2222    DLPDLPDLPDLP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전자전자전자전자    온도온도온도온도    및및및및    이온이온이온이온    밀도밀도밀도밀도    측측측측정정정정    
 

듀얼 랑뮤어 프로브(Dual Langmuir prove, DLP)를 이용하면 전자 

온도(electron temperature, Te)와 이온 밀도(ion density, ni)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데, 기 제작된 DLP 를 이용하여 본 실험 장치에서도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앞 절의 결과를 설명해 보았다. 프로브의 탐침은 W(텅스텐)으로 

제작되어 끝이 bulk 플라즈마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CF4, H2 대신 같은 

양의 Ar 가스를 사용하여 이온의 종류에 따른 변수를 제거하였으며 다른 조건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먼저 DLP 의 원리를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DLP 는 두 개의 플로팅 

전극을 플라즈마에 노출시키고 전원 소스와 플라즈마 사이에 폐회로를 형성하여 

두 전극 사이에 삼각파 형태의 전위차를 발생시킨 후 이 때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얻은 I-V curve 를 이용한다[8][10]. 이 I-V curve 를 이용한 전자 

온도(Te)는 다음 식을 통해 구한다. 

 

V 0
2( / dV)

ekT i

e dI =

=  

 

여기서 i는 포화 전류이고, (dI/dV)V=0 는 I-V curve 의 전압=0 에서의 

기울기이다. 전자 온도를 구하면 이를 이용하여 이온의 밀도도 계산할 수 있다. 

[그림3-6]는 DLP의 간단한 구조와 실제 본 시스템에서 측정한 I-V curve 를 

보여주고 있다. 

RF power 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 온도(Te)는 80W 부근에서 최대값을 갖고 

이 후 포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온 밀도(ni)는 power 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림3-7]. 이런 결과는 80W 에서 정상 상태의 

미립자 구름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80W 까지는 전자 

온도 증가에 따른 전극 방향으로의 이온 속도(Bohm velocity) 증가, 곧 이온 

유인력의 증가로 인해 전극 주변의 미립자 트랩이 커지다가, 80W 이상에서는 

전자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이온 밀도만 증가하여 반경 방향으로의 확산에 의한 

이온 유인력이 우세해지므로 다시 미립자 구름이 작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전자 온도와 이온 밀도가 미립자 트랩을 전극 방향으로 당기는 이온 

유인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자 온도가 선형으로 

변화하는 구간(80W 이하)에서는 플라즈마는 유지하되 낮은 RF power 를 

인가하여 전자 온도를 낮추면 미립자 구름의 크기도 작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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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미립자 구름의 크기(length)는 실험 장치에서 고정된 전극 간격 

(20mm)을 활용하여 미립자 구름의 수평 방향 길이를 실측한 것이다. 

압력의 증가에 따라서는 전자 온도와 이온 밀도가 모두 약 200mT 근처에서 

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림3-8]. 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동일한 용기 

내에 입자의 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고 평균 자유 행로(mean free 

path) 가 짧아져 개별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전자 

온도가 포화되고, 이온 밀도가 늘어나는 만큼 용기의 벽면 등으로 손실되는 

이온도 많아지므로 이온의 밀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압력 

증가에 따라 플라즈마 내 중성 가스와 미립자의 밀도는 함께 증가하여 기상 

미립자가 성장할 확률이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압력 증가에 따른 

직류 바이어스 전압(DC bias voltage)의 감소는 정전기력을 감소시켜 전극 주변 

미립자의 구름은 더 커지고 전극에 가까워질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이 허락하는 

한 낮은 압력에서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미립자 구름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전극 간격이 멀어지면 용기의 벽면이 더 많이 노출되어 벽면으로 전자와 

이온의 손실이 많아지므로 이온 확산에 따른 반경 방향의 이온 유인력이 

증가하여 미립자의 구름이 바깥으로 이동하며 크기도 작아지고, 반대로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면 플라즈마 방전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하여 미립자 구름의 

크기도 다시 작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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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듀얼 랑뮤어 프로브의 구조 및 측정된 I-V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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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RF power 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크기와 전자 온도, 이온 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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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압력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크기와 전자 온도, 이온 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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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    주파수에주파수에주파수에주파수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행동행동행동행동    특성특성특성특성    
 

3.3.3.3.3333.1 .1 .1 .1 주파수에주파수에주파수에주파수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구름의구름의구름의구름의    형태형태형태형태    변화변화변화변화    
 

최근 상용화된 반도체용 식각 장치는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주파수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또는 다중) 주파수 용량 결합형 식각 장치는 

이온밀도와 이온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물질의 식각 공정에서 선택비 확보, profile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중 주파수 장치에서 미립자 오염에 관해 상세히 연구된 바가 

없었고, 특히 RF의 변화 등으로 플라즈마 상태가 급격히 변화되어 오염에 

취약해 지는 순간에 주파수에 따른 미립자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단일 주파수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주파수만을 변화시켰을 때 미립자 구름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확인하였고, 나아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동시에 인가한 상태에서 RF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미립자 행동 양식을 관찰하였다. 

우선 주파수 비교를 위해 단일 주파수 실험 장치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아래 

전극에 2MHz, 13.56MHz, 40MHz 를 순차적으로 인가하여 각각 정상 

상태에서의 미립자 구름을 관찰하였다. [그림3-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일한 

RF power 에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미립자 구름의 위치는 아래 전극(기판)에 

가까워지고, 미립자 구름의 크기(length)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0.68MHz 조건에서는 전극의 중앙에 위치한 sheath 경계에서도 미립자 구름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13.56MHz 조건에서는 매우 높은 압력 조건(약 800mT 

이상)에서 관찰 가능한 것으로써 그만큼 주파수가 증가할 수록 기판 근처에서 

미립자 트랩의 형성이 쉬워짐을 나타낸다 

 

electrodeshield

 

(a)                      (b)                      (c) 

[그림3-9] 주파수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변화 (a) 2MHz (b) 13.56MHz     

(c) 40.68MHz (300mT/18CF4/6H2/100W bottom only) 



 

 22

위 결과는 주파수 증가에 따른 sheath 경계에서의 이온 유인력 증가, 정전기력 

감소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CCP 

type 의 장치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전자온도는 감소하고 이온밀도 

(전자밀도)는 증가하며, 이온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total ion flux 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ion flux 의 증가는 sheath 경계 부근에서 전극 

방향으로의 이온 유인력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DC 

bias voltage 의 감소에 따라 미립자를 전극으로부터 밀어내려는 정전기력이 

감소하게 되어 전극 주변 미립자 구름의 크기가 커지고 위치도 전극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a)                              (b) 

[그림3-10] 일반적인 CCP 장치에서 주파수에 따른 전자 온도 및 DC bias 

전압[6] (a) 전자 밀도 및 온도 (b) DC bias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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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2222    IEAIEAIEAIEA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Ion flux, DC bias voltage Ion flux, DC bias voltage Ion flux, DC bias voltage Ion flux, DC bias voltage 측정측정측정측정    
 

이온 에너지 분석기(Ion Energy Analyzer, IEA)를 이용하여 본 실험 

장치에서도 이온 에너지 분포를 직접 측정하였는데, IEA 는 지연 그리드 

(retarding grid)를 이용하여 입사하는 이온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3개의 그리드(grid)와 1개의 이온을 수집하는 파라데이 컵(Faraday 

cup 또는 ion collector)로 이루어져 있다[8]. 첫 번째 grid는 접지하여 

플라즈마가 이온 에너지 분석기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 grid는 

전자를 밀어내는 grid로서 음의 전압을 걸어 준다. 세 번째 grid는 첫 번째, 두 

번째 grid를 통과한 이온의 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한 grid로 양의 가변 전압을 

가하여 다양한 에너지의 이온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파라데이 컵으로서 세 번째 grid를 통과하여 들어오는 이온을 받아들여 

전류를 측정하게 된다. 여기서 구한 I-V curve 를 전압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이온 에너지 분포(ion energy distribution)를 구할 수 있다. 대략적인 IEA 의 

구조를 [그림3-11]에 나타내었다. 

 

 

 

 

A

Plasma

2. Electron repel grid

1. Entrance grid

3. Analyzer grid

4. Ion collector

V

 
[그림3-11] 이온 에너지 분석기(IEA)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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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온 에너지 분포를 40W, 80W, 120W 조건에서 각각 주파수에 따라 

측정해 보면 [그림3-12] 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모든 RF power 조건에서 

동일하게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 분포의 최대값은 커지고, 최대값을 

갖는 전압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온 에너지 분포를 전체 전압에 대해 

적분하면 곧 전체 이온의 플럭스(total ion flux)를 구할 수 있는데, 주파수가 

2MHz, 13.56MHz, 40.68MHz 순으로 증가할수록 기판으로의 total ion flux 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3-13]. 증가된 ion flux 는 기판으로의 이온 

유인력에 기여하여 미립자의 트랩을 기판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또한 

분포가 최대값을 갖는 전압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이온의 평균 

에너지는 작아짐을 의미하고 곧 DC bias voltage가 낮다는 것을 말한다. 전극과 

미립자 간에 작용하는 전기적 반발력은 DC bias voltage를 거리에 대해 미분한 

것으로 표현되는데, sheath 두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DC bias voltage 가 

낮을수록 정전기력이 감소하여 미립자 구름의 위치가 전극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sheath 두께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9], sheath 

두께가 작아지면 정전기력에 의한 반발력도 증가하지만 미립자 트랩의 위치도 

sheath 경계를 따라 전극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Sheath 두께는 collisionless sheath 를 가정할 때 ‘Child law’  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9], 이온밀도(ni)가 증가하고 전자온도(Te)가 감소함에 따라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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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미립자 구름의 크기가 커지고 위치 

또한 전극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이중(또는 다중) 주파수 장치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RF power 를 

동시에 사용할 때, 미립자 구름의 행동 양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절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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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 주파수에 따른 이온 에너지 분포 

(a) 40W (b) 80W (c) 1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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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 주파수에 따른 total ion flux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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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 주파수에 따른 DC bias voltag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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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4444    이중이중이중이중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장치를장치를장치를장치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오염오염오염오염    제어제어제어제어    
 

3.3.3.3.4444.1 .1 .1 .1 실험실험실험실험    방법방법방법방법    소개소개소개소개    
 

실험 장치는 LF(Low Frequency)-2MHz, HF(High Frequency)-13.56MHz 

를 사용하여 [그림3-15]와 같이 Case1: Bottom(LF-HF) dual, Case2: 

Top(HF)-Bottom(LF) dual 두 가지로 구성하였고, [그림3-16]과 같이 공정 

중 RF power 에 의해 플라즈마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즉 

방전 시작 순간(RF turn on), 공정 전환 구간(Transition step), 방전 종료 

순간(RF turn off)에 대해 미립자 구름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였다. RF power 와 

주파수 영향만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조건(압력, 가스 등)은 동일하게 하였으며, 

LF 와 HF 각각 50W씩 사용하여 total power 는 100W 가 되도록 하였다. 

방전 시작 시점에는 LF 와 HF 중 하나를 먼저 인가하여 미립자 구름이 정상 

상태(steady-state)에 도달한 후 나머지를 인가하여 최종적인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변화를 살펴 보고, 순서를 바꾸어 비교해 보았다. 전환 구간에 

대한 실험에서는 LF와 HF를 동시에 인가하여 정상 상태에 도달 한 후 둘 중 

하나만을 turn off 한 상태로 3초간 유지한 후 다시 turn on 하였을 때, 전환 

구간 및 다시 인가한 직후의 미립자 구름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여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gas 및 압력을 변경하기 위한 전환 구간은 최소 3초 정도의 안정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험에서도 3초간의 전환 구간을 설정하였다. 방전 

종료 시점에는 LF 와 HF 둘 중 하나를 먼저 turn off 하고 하나만 유지한 채 

짧은 buffer step 을 거쳐 나머지 하나도 turn off 하여 순차적으로 방전이 

종료되도록 하였고, 시간 간격을 0.2 초 단위로 0초에서 3초까지 변화시켜 그 

사이에 미립자 구름의 형태 및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관찰하였다. 역시 

turn off 순서를 바꾸어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RF power 가 급격히 변화하는 순간에 트랩되어 있던 

미립자들은 기판으로 이동하여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칙적으로 정상 

상태에서의 미립자 구름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트랩이 사라지는 순간 

미립자 트랩의 위치가 기판으로부터 멀수록 미립자 오염의 관점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실험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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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Hz 13.56MHz 2MHz

13.56MHz

 
(a) Case1(Bottom LF-HF)         (b) Case2(Bottom LF-Top HF) 

[그림3-15] 이중 주파수 장치의 두 가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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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 공정 중 RF power 의 급격한 변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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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4444....2222    방전방전방전방전    시작시작시작시작    시점의시점의시점의시점의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행동행동행동행동    특성특성특성특성    
 

먼저 방전 시작 (RF turn on) 시 LF와 HF의 turn on 순서를 바꾸어 본 결과, 

Case1(Bottom LF-HF), Case2(Bottom LF-Top HF) 모두 미립자 구름이 

정상 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 외 미립자 

오염에 관련된 행동 양식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3-17] Case1, 

[그림3-18] Case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LF 를 먼저 turn on 할 경우 미립자 

구름이 작게 형성되고 이어 HF turn on 후 서서히 미립자 구름이 커져 약 25초 

후 정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HF 를 먼저 turn on 하는 경우는 그 

반대로 미립자 구름이 크게 형성되었다가 작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LF 먼저 turn on 하는 경우에는 10초 가량 늦게 정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RF turn on 순간의 이러한 차이는 먼저 turn on 한 주파수 

조건에서 미립자 구름이 정상 상태가 될 때 까지(약 15초) 기다린 후 나머지 

주파수를 turn on 하여 비교한 것으로, 실제 공정에서처럼 동시에 turn on 

하거나 수 초 미만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turn on 할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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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 RF turn on 순간 Case1 (Bottom LF - HF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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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 RF turn on 순간 Case2 (Bottom LF – Top HF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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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4444....3333    공정공정공정공정    전환전환전환전환    시점의시점의시점의시점의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행동행동행동행동    특성특성특성특성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막질 층을 한 번의 공정으로 식각하기 위해서는 최상층 

막질 식각 후 RF power 를 잠시 끄거나 매우 약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스, 

압력 등의 조건을 다음 막질에 맞추어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Transition step 

(전환 구간) 이라 부른다. 이러한 전환 구간에서는 RF 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약하게나마 유지하는 것이 미립자 트랩을 유지시켜 주므로 기판 

오염의 관점에서 유리한 것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전극에만 13.56MHz 의 RF power 를 인가한 단일 주파수 조건에서 

실험해 보았다. 100W 조건에서 정상 상태(steady-state) 를 유지하다가 3초간 

전환 구간을 주었는데, 이 때 전환 구간의 RF power 를 0W, 10W, 40W, 70W 

로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그림3-19]에서 보는 것과 같이 RF 를 완전히 끌 

경우(0W) 트랩되어 있던 미립자가 대부분 기판을 포함한 아래 방향으로 쓸려 

내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RF 를 다시 켜면 서서히 원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옴을 알 수 있었고, 반면에 RF 를 끄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는 power 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미립자 구름이 sheath 경계에서 유지되다가 

power 가 원복 된 후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환 구간의 

power 가 10W 로 매우 낮을 때에는 특히 미립자 구름의 위치가 전환 구간이 

끝나는 시점(3초)에 가장 멀리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 장에서 

설명한대로 낮은 power 에서는 낮은 전자 온도와 이온 밀도로 인하여 미립자 

구름의 크기가 작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RF 를 완전히 끄는 순간 

트랩되어 있던 미립자의 상당수가 기판의 오염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따라서 RF 를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염의 관점에서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중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LF, HF 둘 중 하나만을 

유지해도 플라즈마를 끄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때 전환 구간에서 LF 

또는 HF 중 어느 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지 확인하고자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3-20], [그림3-21]은 각각 Case1(bottom dual), Case2(Top-Bottom 

dual) 에 대해 공정 전환 구간(Transition step) 동안 미립자 구름을 관찰한 

결과이며, 두 경우 모두 (a) LF(2M) off/ HF(13.56M) 유지, (b) HF(13.56M) 

off/ LF(2M) 유지 의 두 경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Case1, Case2 모두 

HF를 유지하는 경우에 공정 전환 구간(3초) 동안 미립자 구름이 기판 방향으로 

많이 이동하였으며 크기도 커졌다가 LF를 다시 켠 후 서서히 원래의 정상 

상태로 원복 되었다. 반면에 LF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미립자 구름이 거의 

기판 밖으로 밀려났다가 HF를 켠 후 역시 서서히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RF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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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에서와 같은 기판으로의 급격한 미립자 구름의 이동은 없었지만, LF를 끄고 

HF를 유지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미립자 구름이 매우 커지고 기판과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미립자 구름이 기판 위에 크게 존재하게 되면 그 

중 일부가 크기가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판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한 공정의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 가능하면 미립자 구름이 기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전환 구간에서는 

HF(13.56M)를 끄고 LF(2M) 를 유지하는 것이 기판 오염의 관점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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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9] Bottom 13.56MHz 단일 주파수 사용시 공정 전환 구간에서의   

RF power 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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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 Transition step - Case1 (Bottom LF - HF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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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 Transition step - Case2 (Bottom LF – Top HF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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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4444....4444    방전방전방전방전    종료종료종료종료    시점의시점의시점의시점의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행동행동행동행동    특성특성특성특성    
 

마지막으로 미립자 오염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방전 종료(RF turn 

off) 순간에 미립자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였다.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미립자 

오염 제어를 위해 RF power 를 곧바로 끄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끄는 

방법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본 장치에서도 유효한 방법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buffer step (완충 단계)를 도입하여 RF turn off 시 1초의 시간을 갖고 

중간 단계를 거쳐 0W 로 떨어지도록 해 보았다. Bottom 13.56MHz 단일 주파수 

장치를 구성하고 100W 조건으로 정상 상태(Steady-state)를 유지하다가 

1초의 buffer step을 주어 단계적으로 RF 를 끄고 미립자 행동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확인한 결과, [그림3-2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buffer step 을 거치는 

경우 2nd drop (방전 종료) 직 후 미립자 구름의 위치가 기판으로부터 

멀어졌으며, 특히 buffer step 의 power 가 낮아질수록 더욱 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본 실험 장치에서 낮은 RF power 구간에서 

전자온도와 이에 따른 이온 유인력이 RF power 에 비례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낮은 power의 buffer step 을 거치는 동안 이온 유인력이 감소하여 미립자 

구름의 위치가 기판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nd drop 시점에 미립자 

구름의 위치가 기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플라즈마가 꺼지고 정전기력이 

사라지더라도 미립자들이 기판으로 떨어지지 않고 가스 점성력에 의해 펌핑 

포트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플라즈마는 유지하되 가능한 낮은 power 

의 buffer step을 사용하면 방전 종료 순간에 기상 미립자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uffer step 의 시간을 길게 할수록 미립자 구름의 위치를 더 멀리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buffer step 에서도 플라즈마가 꺼지지 

않으므로 공정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 결과 (etch rate, uniformity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상기 결과를 응용하여 [그림3-23]과 같이 LF(2MHz)와 HF(13.56MHz) 를 

동시에 인가하여 정상 상태를 유지한 후 두 개의 RF power 를 순차적으로 turn 

off 한다면 위와 같은 buffer step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파수 효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Case1 (bottom dual), Case2 (top-

bottom dual) 두 가지 장치를 구성하고 각각 LF, HF 그리고 HF, LF 의 순서로 

turn off 하여 미립자 구름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LF, HF 의 off 순서 및 시차를 

제어하기 위해 동기화된 2채널 파형 발생기 (synchronized 2 channel function 

generator)를 사용하였고, 각 RF generator 로 들어가는 파형의 duty ratio 를 

변경함으로써 LF, HF turn off 시차를 0.2초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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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2] RF off 순간 Buffer step 에 따른 미립자 움직임 (Bottom 

13.56MHz 단일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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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3] LF, HF 의 순차적 turn off를 통한 buffer step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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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4], [그림3-25] 에 각각 Case 1(Bottom dual), Case 2(Top-

Bottom dual) 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시차(delay time) 가 ‘0’인 

경우는 LF, HF를 동시에 turn off 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위쪽은 LF, HF 

순서로, 아래쪽은 HF, LF 순서로 turn off 하여 촬영한 결과를 보여준다. RF 

power 의 turn off 시차는 0.2초 단위로 0초에서 3초까지 실험하였고, 본 

자료에서는 0초(동시 off), 0.2초, 0.6초, 1초 의 결과만을 표시하였다. Case1, 

Case2 모두 동일하게 LF 를 먼저 off 하고 HF 를 나중에 off 하는 경우 2nd RF 

off (방전 종료) 직 후 미립자 구름의 크기가 기판 방향으로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량의 미립자가 기판 방향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LF off 후 HF off 간의 시차가 증가할수록 미립자 

구름의 크기는 기판 방향으로 더욱 커졌으며 기판의 오염에도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HF를 먼저 turn off 하는 경우에는 LF를 먼저 turn off 하는 경우 

또는 동시에 turn off 하는 경우보다 확연히 미립자 구름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F 만 유지되고 있는 buffer step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조건에 따른 이온 유인력 증가와 정전기력 감소에 의해 미립자 트랩의 위치가 

기판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기판 방향으로 이동하고 크게 성장한 미립자 

구름은 최종 RF off 순간에 기판 위에 긴 꼬리 형태의 미립자 구름을 남기면 

펌핑 포트 쪽으로 사라지는데, 이 때 기판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RF off 순간 두 개의 주파수를 순차적으로 turn off 하여 

buffer step 을 만들고, buffer step 에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미립자 구름의 위치를 기판으로부터 멀리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이동한 

미립자들은 이 후 플라즈마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에 기판으로 떨어져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펌핑 포트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delay time 을 충분히 주어 낮은 주파수 조건에서 정상 

상태(steady-state)가 된 후 최종 방전 종료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단일 

주파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buffer step 의 유지 시간이 길어지면 공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간을 찾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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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4] RF turn off 순간 - Case1 (Bottom LF - HF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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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5] RF turn off 순간 – Case2 (Bottom LF – Top HF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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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4444....5555    실험실험실험실험    결과결과결과결과    요약요약요약요약    
 

지금까지 이중 주파수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식각 장치에서 RF 가 급격히 

변화하는 순간 (RF turn on, Transition, RF turn off)에 기상 미립자의 행동 

양식을 주파수 변화에 따라 관찰하였다. 특히 Transition(공정 전환) step 및 

RF turn off 순간에 주파수 특성을 활용하여 기상 미립자 구름의 위치를 

기판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킬 수 있었으며, ion flux 와 DC bias voltage 를 직접 

측정해 봄으로써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 

플라즈마 내에서 발생한 미립자들은 주로 sheath 경계에서 이온 유인력과 

정전기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 구름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Laser light 

sca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방전이 

종료되는 순간에는 이들 두 힘이 사라지고 가스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가스 

점성력에 의해 펌핑 포트로 쓸려 나가게 되는데, 미립자의 구름이 기판 바로 

위에 크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립자의 상당 수가 기판 방향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식각 공정에서도 이와 같이 RF power 가 갑자기 변하거나 꺼지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공정 전환 시점과 공정 종료 시점은 미립자에 

의한 오염에 매우 취약해 지는 순간이다. 

단일 주파수 조건에서 주파수에 따른 정상 상태의 미립자 구름을 관찰해 보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커지고 기판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주파수 증가에 따른 ion flux 증가, DC bias voltage 감소, sheath 두께 감소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이중 주파수를 사용하는 식각 공정에서 

공정 전환 시점에는 낮은 주파수의 RF 만을 유지함으로써 기판 바로 위에 

형성되는 미립자 구름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고, 공정 종료 시점에도 buffer 

step 을 삽입하되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RF power 를 나중에 off 함으로써 

미립자의 구름이 기판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이 후 방전이 완전히 종료될 때 

기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펌핑 포트로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었다. 

각 종 플라즈마 장치에서 주파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현재 상용화된 식각 장치에서도 2MHz, 13.56MHz, 27.12MHz, 40.68MHz, 

60MHz 및 100MHz 등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RF power 를 사용 중이다. 우선 

공정이 요구하는 특성 (etch rate, uniformity, selectivity 등)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본 논문에서 적용한 방법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장비에서 hardware 또는 software 의 변경 없이도 즉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미립자 오염의 관점에서도 주파수 효과를 고려하여 공정 조건을 

선택한다면 수율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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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유도유도유도유도    결합결합결합결합    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오염오염오염오염    제어제어제어제어    
 

4444.1 .1 .1 .1 실험실험실험실험    장치의장치의장치의장치의    구성구성구성구성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장치는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CCP)와 함께 현재 반도체 식각 공정에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용기 상부에 유도 coil (안테나)를 설치하고 

RF power 를 인가하여 발생하는 유도 자기장을 이용하는데, 발생된 유도 

자기장이 dielectric window 를 통해 용기 내부로 침투하고 이에 따라 전기장이 

유도되어 플라즈마가 방전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는 방전 중 용기의 벽 등으로 손실되는 전자와 

이온의 양이 적어 상대적으로 저압, 고밀도의 방전이 가능한데, 이러한 저압 

공정이 갖는 많은 장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그 응용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도 결합 플라즈마 장치에서 발생된 플라즈마는 이온의 에너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방성 식각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 wafer 가 놓인 전극에 

별도의 RF power 를 인가해 줌으로써 이온이 기판 방향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주로 SiO2 나 Si3N4 와 같은 dielectric 

막질의 식각에 사용되는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와 달리,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는 가스 분해도가 높고 저압 공정인 특성을 이용하여 주로 Si, 

metal(Al) 등의 화학적 식각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는 공정에 사용된다. 

실험을 위해 구성한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를 [그림4-1]에 나타내었다. 

기판이 놓이는 아래 전극의 구조는 앞서 논의한 용량 결합형 장치와 동일하게 

하였고, 상부 전극은 4턴의 구리 coil 을 설치하고 8mm 두께의 Qtz window 를 

통해 유도 자기장이 용기 내로 침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Window 중앙에는 

shower head 방식의 gas 분사구(지름 1mm 10ea)를 설치하였고, 미립자 

구름의 관찰을 위해 동일한 Laser 와 CCD camera 를 사용하였다. 공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상부 coil 로 인가되는 RF power를 source, 하부 전극으로 

인가되는 RF power를 bias 라고 부르고 있고, 일반적으로 source power 에는 

13.56, 27.12, 40.68, 60MHz 등 높은 주파수를, bias power 에는 2, 13.56MHz 

등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ion density 와 energy 를 가능한 독립적으로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상부 coil 에는 40.68MHz, 기판이 놓이는 

하부 전극에는 13.56MHz 의 RF generator 를 각각 정합 회로를 통해 

연결하였고 하부 전극에 wafer 는 놓지 않고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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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    유도유도유도유도    결합결합결합결합    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플라즈마    장치에서의장치에서의장치에서의장치에서의    미립자미립자미립자미립자    오염오염오염오염    제어제어제어제어    
 

먼저 기상 미립자 트랩이 형성되는 조건을 찾기 위해 각 RF power 의 변화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생성 및 정상 상태(steady-state)에서의 크기 등을 

관찰하였다. [그림4-2]에서 보는 것과 같이 source power 만을 인가하였을 

때는 RF power, gas 조합, 압력 등에 관계 없이 미립자 트랩은 관찰되지 않았고,  

bias power 만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에서와 유사한 

미립자 구름이 아래 전극 주위에서만 관찰되었다. Source 와 bias power 를 

함께 인가한 경우에는 미립자 구름의 크기가 조금 커졌으며 그 형태는 bias 

power 만을 인가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에서 미립자 트랩의 존재 유무가 bias power 의 인가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그 이유는 source power 만 

인가한 경우 이온의 밀도가 매우 높아 빠르게 확산하고 그에 따라 미립자도 함께 

사방으로 확산되는 반면 아래 전극에는 bias power 를 인가하지 않아 self DC 

bias voltage 가 생성되지 않고 단지 낮은 수준의 플로팅 전압(floating 

voltage)만 형성되어 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bias power 가 없으면 아래 전극 방향으로의 큰 이온 유인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방으로 확산하는 이온에 의한 이온 유인력만이 존재하고, 아래 

전극 주변의 정전기력 또한 매우 약하므로 효과적으로 미립자를 잡아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유도 결합 플라즈마 공정에서는 source 와 bias power 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위 결과에 의하면 미립자 구름의 행동 

양식은 bias power 에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4-3]에는 source 

power 를 고정하고 bias power 를 증가시키며 촬영한 정상 상태(steady-

state) 미립자 구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용량 결합 플라즈마에서와 마찬가지로 

bias power 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크기를 갖는 시점이 존재하였고, bias power 

를 계속 증가시키면 다시 미립자 구름의 크기는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bias power 의존성을 이용하여 공정 전환 구간 및 방전 종료 시점에 대한 

미립자 구름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였다. 

먼저 source 100W, bias 70W 를 인가하여 정상 상태의 미립자 구름을 

형성한 후 공정 전환 구간을 설정하여 source 또는 bias power 중 하나만 

3초간 turn off 하였다가 다시 turn on 하면 [그림4-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특성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는데, source power 만 유지하는 경우에는 bias 

power 가 꺼지면서 미립자 트랩이 사라져 상당량의 미립자가 기판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bias power 만 유지하는 경우는 source power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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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off, on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미립자 트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미립자 트랩이 사라지는 순간은 기판 오염에 

매우 취약한 순간이므로 가능한 트랩을 유지시키고 그 크기를 작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외부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 전환 구간 동안에는 bias power 를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bias power 의 크기는 용량 결합형 장치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플라즈마가 유지되는 한 작을수록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source 

power 의 유무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방전 종료 시점에도 off 순서를 bias, source 또는 source, bias 등으로 

바꾸어가며 실험하였는데, [그림4-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 경우 모두 bias 

power 가 꺼지는 순간 미립자 트랩이 사라지며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다만, 

[그림4-2]에서 본 것과 같이 bias power 만 인가한 경우 source와 bias 를 

동시 인가한 것 보다 미세하게나마 미립자 구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off 순서는 source, bias 순으로 하는 것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 bias power 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립자 트랩의 

형태를 고려하여 bias power turn off 직전 buffer step 을 삽입하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위 경우들에 대해 bias power 가 최종적으로 꺼지는 순간 

미립자 구름의 모습을 촬영하여 [그림4-6]에 비교하였다. 예상대로 buffer step 

의 존재가 미립자 구름의 크기를 상당히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며, 본 실험에서는 

buffer step 을 10W, 1초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buffer step 의 power 는 

용량 결합형 장치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라즈마가 유지되는 한 작을수록, 시간은 

길어질수록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buffer step 의 시간은 공정 결과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방전 시작 시점에는 source power 만을 인가하였을 때 미립자 트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순서를 바꾸어 실험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다만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ICP 조건에서 source power 만 존재하는 경우 확산에 의한 높은 

ion flux 에 따라 미립자가 지속적으로 기판으로 이동하여 흡착된다고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source 와 bias 를 모두 사용하는 공정에서 source power 를 

먼저 인가할 경우 bias power 를 인가하여 트랩이 형성되기 전까지 미립자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시에 인가하거나 bias power 를 먼저 

인가하여 기상 미립자가 성장하기 전에 트랩을 형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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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식각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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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4-2] RF 조건에 따른 정상 상태 미립자 구름 

(a) source 100W (b) bias 70W (c) source 100W, bias 70W 동시 인가 

(300mT/18CF4/6H2/Gap 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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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4-3] bias power 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변화 

(a) bias 50W (b) bias 60W (c) bias 70W (d) bias 80W (e) bias 90W 

(300mT/18CF4/6H2/Gap 35mm/Source 100W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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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전환 구간에서 RF 조건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변화 

(a) source power 유지 (b) bias power 유지 

 



 

 44

(a)
Bias
↓

Source
(delay 1s)

(b)
Source

↓
Bias

(delay 1s)

(c)
Source

↓
Buffer(1s)

↓
Bias

Bias off Source off

Source off Bias off

Source off Buffer step Bias off

0.08s0s 0.17s 0.25s 1s 1.08s 1.17s

0.08s0s 1s 1.08s 1.17s 1.25s 1.33s

2s 2.08s 2.17s0s 0.08s 1s 2.25s 2.33s1.08s

window

electrodeshield

 
[그림4-5] 방전 종료 시 off 순서에 따른 미립자 구름의 움직임 

(a) bias, source (b) source, bias (c) source, buffer step,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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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방전 종료 시 순서에 따른 bias power off 시점 미립자 구름 비교 

(a) bias, source (b) source, bias (c) source, buffer step,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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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3333    실험실험실험실험    결과결과결과결과    요약요약요약요약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에서도 source, bias power 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상 미립자 오염 제어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bias power 의 

유무가 미립자 트랩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source 와 bias power 간의 관계를 먼저 정의하면 이 후 bias 

power 에 대한 특성은 용량 결합형 플라즈마 장치에서의 실험 결과를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정 전환 구간에서는 bias power 를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트랩되어 있던 미립자가 기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기판 오염에 유리함을 확인하였고, 방전 종료 시에는 source, bias 순으로 turn 

off 하되 bias power turn off 직전 낮은 power의 buffer step 을 삽입하여 

미립자 구름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었다. 만약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두 

개 이상의 RF power 가 bias 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효과를 고려하여 

전환 구간에서는 낮은 주파수를 유지하고, 방전 종료 시에는 높은 주파수부터 

낮은 주파수 순으로 turn off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식각 장치에서는 source power 에 따른 미립자 트랩의 

관찰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활발한 논의가 되지 못했는데, 최근 양산 

공정에서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장치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충분한 

이온 에너지를 얻기 위해 높은 bias power 를 사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산업 현장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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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    장장장장    결결결결                론론론론    
 

이중 주파수를 갖는 플라즈마 장치는 플라즈마 밀도와 이온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최근 반도체 식각 및 증착 장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중 주파수 장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식각 프로파일, 

선택비, 균일도 등 공정 결과에 주목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증가하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고밀도, 고선택비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플라즈마 내에서 기상 

미립자의 성장 가능성 또한 크게 높아질 수 있고, 반도체 제품의 선폭이 

줄어들수록 미립자에 의한 제품의 치명적인 오염 가능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수십 nm 이하의 선폭을 갖는 반도체 공정이 일반화 됨에 따라 공정 

조건을 선택함에 있어 기상 미립자에 의한 오염 제어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노광 장비의 한계로 인해 식각, 증착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double patterning 과 같이 전후 공정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환경에서 공정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 

사항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러한 이유로 공정 결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상 미립자 제어에 효과적인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공정 중 RF power 가 급격히 변하는 시점에 buffer step 을 두어 일정 시간 

플라즈마를 유지하게 되면 기상 미립자의 트랩이 유지되므로 미립자가 기판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잠시 동안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이 때 기 확인한 

주파수 효과를 활용하여 이중 주파수 장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RF 

power 만을 buffer step 에 사용함으로써 미립자 트랩의 위치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메커니즘은 플라즈마 진단 기구(DLP, 

IEA)를 통해 확인되었고, 주파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파수 효과는 공정 전환 또는 종료 순간에 집중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적인 hardware 및 software 의 변경 없이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반도체 식각(또는 증착) 장비에서 사용 중인 다양한 영역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장치에 응용할 수 있으며, 세 개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장치에서도 역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주파수 장치는 이미 십 수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 대한 미립자 연구가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으므로 현장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플라즈마 방전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파수 관련성, 우선 순위 및 기본적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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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정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실험에 사용된 laser 장치의 파장은 532nm 로 관찰 가능한 개별 입자의 

임계 크기와 미립자 구름의 밀도는 제한적이다. 만약 이보다 더 짧은 파장의 

laser를 사용하고 더 좁은 band width를 갖는 filter를 사용한다면 수십nm 

크기의 미립자도 관찰 가능할 것이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미립자 구름보다 더 

크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동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더 작은 미립자의 관찰이 가능하다면 더 낮은 압력에서도 실험이 가능할 것이고 

미립자의 움직임을 좀 더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선폭의 감소에 따른 

집적도 향상이 아닌 새로운 구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공정 조건,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등 전 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한계라고 생각되어 

온 10nm 대의 선폭을 이미 구현하여 제품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공정의 

난이도, 생산 단가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립자 오염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축적되어 온 know-how들도 최근 디바이스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신 물질, 신 재료의 사용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 현장에서 오염 제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적극 대응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파수 

효과뿐 아니라 CCP, ICP 각 구조에 따른 특성, RF power, 압력, 전극 간격 등 

다양한 공정 조건에 대한 기상 미립자의 행동 양식과 이전 연구에서의 결과들을 

결합하여 끊임 없이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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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AbstracAbstracAbstractttt    

Particle formation and its control in a dual Particle formation and its control in a dual Particle formation and its control in a dual Particle formation and its control in a dual 

frequency plasma etching processfrequency plasma etching processfrequency plasma etching processfrequency plasma etching process 

 

 

As the feature size of microelectronics devices continues to decrease, wafer 

contamination due to small particles in the plasma processes becomes more 

damaging. The homogeneous particles from combination of gaseous molecules in 

the plasma are very small (sub-micron) and not easily removed by the 

conventional methods like wet cleaning and clean room system. Many studies 

reported that the particle cloud is observed around the sheath boundary because of 

balance of the forces. Therefore, keeping them away from the electrode is an 

effective way to reducing wafer contamination. But old methods, like RF modulation, 

thermophoretic extraction and modification of electrodes, are not efficient for 

recent plasma processes, because they can change the results of processes as well 

as behavior of particles. 

Using laser-light-scattering method, the behavior of particle cloud in plasma 

etching reactors at the moment of RF (radio frequency) power changing, turning 

off and transition step, was observed. Two types of reactors, DF-CCP (dual 

frequency capacitively coupled plasma) and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were 

set up for experiments. In the CCP reactor,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cloud 

were strongly dependent on the RF frequency. It was confirmed that particle cloud 

becomes larger and gets closer to the electrode as the RF frequency increases. At 

the moment of RF turning off, the frequency effect was used to make the particle 

cloud move away from the electrode by turning the lower frequency power off later 

with small delay time. Maintaining lower frequency RF power only was also helpful 

for making the particle cloud smaller during the transition step. In the ICP reactor, 

sufficient bias power was necessary to make particle trap to appear. Similar 

particle cloud to that of the CCP reactor was observed around the sheath region of 

lower electrode. We can also use the frequency effect to move the particl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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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y from the substrate holder if two or more bias powers are applied to the 

substrate holder. The dependence of the particle behavior on the RF frequencies 

suggests that choosing proper frequency at the moment of RF power changing can 

reduce particle contaminatio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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