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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빠른증착속도로할로겐이도핑된실리콘산화물층을증착하는방법및장치

요약

먼저 프로세스 개스를 챔버 내로 도입하는 것에 의해 기판 위에 실리콘 산화물 막이 디포지트된다. 프로세스 개스는 (실레

인 같은)실리콘의 개스형태의 소스, (SiF4 같은)산소의 개스형태의 소스, (질소 산화물 같은)산소의 개스형태의 소스, 그리

고 (N2 같은)질소의 개스형태의 소스를 포함한다. 플라즈마는 RF 전원 성분을 인가하는 것에 의해 프로세스 개스로부터

형성된다. 디포지션은 적어도 약 1.5 ㎛/min 의 비율로 수행된다. 결과적 FSG막은 안정하고 낮은 유전율을 갖는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에 따른 화학적 기상 증착(CVD) 장치 실시예의 수직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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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C 및 도 1D는 도 1A에 도시된 CVD 챔버 일부의 개략적 확대도.

도 1E는 하나 이상의 챔버를 포함할 수 있는 멀티챔버(multichamber)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모니터 및 CVD 시스템(10)의

간략도.

도 1F는 특정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70) 및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의 계층적 제어 구조의 예시적 블록도.

도 2A-2B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2C는 도핑 효율, 증착 속도, 및 막 품질에 대한 다양한 공정 파라미터의 결과를 나타내는 챠트.

도 3A-3B는 본 발명에 따라 캡층으로 증착된 절연막의 간략화된 단면도.

도 3C-3D는 다마신 공정에서 본 발명에 따라 증착된 절연막의 간략화된 단면도.

도 4A-4L은 본 발명의 절연막의 안정성에 대한 불소 농도 증가의 효과를 나타내는 상이한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는 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 : 가스 분배 매니폴드 12 : 받침대

15a : 챔버벽 15b : 챔버 리드 어셈블리

16 : 슬롯 구멍 17 : 충만실

42 : 차단판 44 : RF 전원장치

50a : CRT 모니터 50b : 라이트 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웨이퍼를 처리하는 과정 동안 할로겐이 도핑된 유전층 증착에 관한 것으로, 특히 낮은 유전 상수 및 높은 막 안

정성을 갖는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을 빠른 속도로 형성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에 있어서 주요한 단계중 하나는 가스의 화학 반응에 의해 반도체 기판위에 박막을 형성하는 것

이다. 이러한 증착 공정은 화학적 기상 증착법 또는 "CVD"라 불린다. 종래의 열적 CVD 공정은 기판의 표면에 반응 가스를

공급하여 열에 의해 유도된 화학 반응이 원하는 막을 형성한다. 열적 CVD 공정은 다소 고온에서 이루어져 금속층을 갖는

장치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다.

비교적 낮은 온도로 금속층 위에 층을 증착하는 또다른 CVD 방법으로는 플라즈마 강화 CVD(PECVD) 기술이 있다. 플라

즈마 CVD 기술은 무선 주파수(RF) 에너지를 기판 표면 근처의 반응 영역에 인가함으로써 반응 가스의 여기 및/또는 분해

를 촉진시켜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 플라즈마에서 종(species)의 높은 반응성은 화학 반응을 발생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를 감소시켜, CVD 공정에 대해 요구되는 온도를 낮추게 된다. PECVD 공정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는 증착된 금속

층 위에 절연층 형성 및 다른 절연층의 형성에 있어 이상적인 공정을 달성한다.

상기 장치는 수십년전에 처음 소개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의 크기는 극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이후, 집적회로는 일반적

으로 2년/반크기 규칙(종종 "무어(Moore)의 법칙"이라 불림)을 따르며, 이는 하나의 칩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매 2년

마다 두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웨이퍼 제조 공장은 통상적으로 0.5 ㎛, 심지어 0.35 ㎛ 피쳐를 갖는 집적회로

를 생산해내며, 미래의 공장은 곧 이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장치를 생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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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점점 작아지고,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던 문제들이 대두되게 되었다. 3, 4

또는 그 이상의 금속층이 반도체상에 형성되는 멀티레벨 금속 기술의 등장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금속층 사이에 증

착된 절연층의 유전상수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층들은 종종 금속간유전체(IMD)층이라 불린다. 상

호접속 금속배선(metalization)의 RC 시간 지연을 감소시키고, 상이한 레벨간 금속배선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치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히 IMD 층에서는 낮은 유전 상수의 막이 바람직하다.

낮은 유전 상수를 얻는 다수의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중 보다 유망한 방법중 하나는 실리콘 산화물층 속에 불소 또는

염소 또는 브롬과 같은 다른 할로겐 원소를 혼합시키는 것이다. 실리콘 산화막에 대해 바람직한 할로겐 도펀트인 불소는

실리콘 산화물막의 유전상수를 낮추며, 이는 불소가 전체 SiOF 네트워크의 분극성을 감소시키는 전기적으로 음성의 원자

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불소가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막은 또한 불소화된 실리콘 글라스(FSG)막이라 불린다.

FSG 막은 CF4, C2F6 그리고 NF3와 같은 불소 소스를 사용하여 증착될 수 있다. FSG막을 증착하는 특정 방법중 하나는,

불소 소스로서 실리콘 테트라플루오르화물(SiF4), 실란(SiH4), 및 O2 전구체를 포함하는 처리 가스로부터 플라즈마를 형

성하는 것이다. SiF4는 FSG 막을 위해 특히 효과적인 불소 소스이며, 이는 다른 불소 소스에 비해, 가스의 분자에서 실리

콘 원자와 결합되는 4개의 불소 원자는 주어진 유속에 대해 증착 챔버속으로 보다 높은 퍼센테이지의 불소를 공급하기 때

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SiF4는 다른 불소 소스에 비해 플라즈마 반응에 이용될 수 있는 실리콘에 결합된 불소가 더

많다. FSG막을 위한 불소 소스로서 SiF4를 사용하는 것은, 1995년 10월 2일, "USE OF SIF4 TO DEPOSIT F-DOPED

FILMS OF GREATER STABILITY"란 명칭으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8/538,696호; 및 1996년 3월 15일

"MEHTOD AND APPARATUS FOR IMPROVING FILM STABILITY OF HALOGEN-DOPED SILICON OXIDE

FILMS"란 명칭으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8/616,707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제 08/538,696호와 제 08/

616,707 호의 출원은 본 발명의 양수인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되었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다양한 유전체층 및 특히 금속간 유전체층에 불소를 포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FSG층의 증착에

있어 당면하는 문제점중 하나는 막 안정성이다. FSG 막의 격자 구조에서 느슨하게(loosely) 결합된 불소 원자는 수분을

흡수하는 경향을 가진 막을 형성하게 된다. 흡수된 수분은 막의 유전상수를 증가시키며 막이 어닐링(anneal) 공정과 같은

열처리 공정에 노출되는 경우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온 공정의 높은 온도는 흡수된 물 분자 및 느슨하게 결합된 불소 원자를 금속을 통해 산화물층 또는 차후 증착되는 다른

층 밖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분자와 원자의 이탈(excursion)을 탈가스화(outgassing)라 한다. 이러한 탈가스

화는 막이 특정 온도로 가열됨에 따라 막에 남아있는 이탈하는 불소, 불화수소산(HF) 또는 H2O를 검출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FSG막이 증착된 이후 적어도 기판을 처리하는 과정동안 사용되는 최대 온도(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450℃까지)에

이르는 온도에서 탈가스화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FSG막의 유전상수는 막에 통합된 불소의 양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막의 불소 함량 증가는 막의 유전 상수

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높은 불소 함량(예를 들어, 7 또는 8 원자 퍼센트 이상의 불소)을 가진 FSG 막은 낮은 불소 함량

(예를 들어, 7 또는 8 원자 퍼센트 미만의 불소)을 가진 막보다 많은 수분 흡수 및 탈가스화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산화물막을 개발하여 새로운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할로겐이 도핑된 산화물막, 및 특히 높은 불소 함량을 가진 FSG 막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막에서의 수분 흡수와 탈가

스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제조업자들의 또다른 관심거리는 공정의 처리량에 있다. 높은 처리량을 위해서, 공정에서의 증착 속도는 빨라야 한다. 그

러므로 증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성 외에도 막이 빠른 증착 속도를 가져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높은 할로겐 도핑 레벨에서도 낮은 유전상수를 갖고 안정성이 개선된 할로겐이 도핑된 층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빠른 증착 속도로 상기 층을 형성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막 안정성은 질소 소스 가스와 할로겐 소스 가스를

실리콘과 산소 소스와 함께 증착 챔버에 주입함으로써 향상된다. 다음, 가스로부터 플라즈마가 형성되어 증착 챔버의 기판

위로 할로겐이 도핑된 층이 증착된다. 질소 소스의 주입은 층에서 느슨히 결합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불소의 양을 감소시켜

서, 층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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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FSG막이 증착된다. 본 실시예에서, 질소 소스 가스는 N2이고 할로겐 소스 가스

는 SiF4 이다. 산소 소스는 N2O이고 실리콘 소스는 SiH4이다. N2 대 SiF4의 비율은 약 3 내지 20 사이이고, N2 대 SiH4 의

비율은 약 3 내지 10 사이이다. 또한, N2 대 N2O의 비율은 약 0.5 내지 4 사이이다. 본 실시예에 따라 증착된 FSG막을 2차

질량 이온 분광기(SIMS)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적어도 16 원자%의 불소를 함유할 수 있다. 또한, 막이 각각 적어도 475℃

와 500℃의 온도로 가열되는 경우 층으로부터의 불소나 HF의 탈가스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증착 단계의 완료 시점에서, 다른 처리 가스의 흐름이 정지되기 이전에 SiF4의 흐름이

몇초간 정지된다. 이러한 시퀀스를 사용하면, 막에서 느슨히 결합된 불소가 감소되고 적어도 16 원자%의 불소를 함유하는

FSG막의 증착이 이루어지며, 적어도 700℃ 까지 가열되었을 때에도 층으로부터 불소, HF 또는 H2O 탈가스화가 거의 나

타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이들 실시예와 다른 실시예들이 여러 이점 및 특징과 아울러 아래의 글과 첨부된 도면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I. 서론

본 발명은 낮은 유전상수를 가지며 막 안정성이 증가된 빠른 증착 속도의 절연층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절연

층을 형성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한다. 안정성 개선 및 낮은 유전율 특성은 예를 들어 N2와 같은 질소 소스를 처리 가스에

주입함으로써 달성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불소 함량이 높은 FSG막은 불소 함량이 낮은 유사한 막에 비해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

다. SiF4는 실리콘 원자에 결합된 네 개의 불소 원자를 가짐으로써 다른 불소 소스와 비교할 때 주어진 유속에서 증착 챔버

속에 더 높은 퍼센트의 불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인 불소 소스이다. 그러나, 플라즈마내에서 과잉의 자유 불소

(free fluorine)는 막의 안정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형적인 과잉의 자유 불소는 막에서 SiF2 결합을 형성하도

록 반응하고, SiF2 결합은 물을 흡수하여 HF와 실라놀(SiOH)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HF가 막에서 빠

져나와서 막이 결과적으로 벗겨지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막에 남아있는 SiOH는 막이 습도와 온

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시간 주기에 걸쳐 막의 유전 상수를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막에서 SiF2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즈마로부터 자유 불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막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

요하다. 질소 가스는 증착 과정 동안 자유 또는 느슨하게 결합된 불소 원자와 반응하여 NF2 또는 NF3를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은 휘발성 가스를 이용하여 증착과정 동안 그리고 증착 이후에 챔버로부터 쉽게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자유 불소 또는 느슨하게 결합된 불소 원자들은 성장막을 형성하는 다양한 반응에 참가하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 이

는 결국 느슨하게 결합된 불소 원자가 FSG층에 보다 적게 포함되는 결과를 낳는다. 보다 적은 수의 느슨하게 결합된 불소

원자가 FSG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처리 단계에서의 탈가스화 역시 감소하게 되어, 막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한, 빠른 증착 속도의 공정을 위해서도 SiF4는 특히 바람직한 불소 소스이다. 일반적으로, CF4, C2F6 및 NF3 FSG막의

불소 함량 증가는 막이 증착되는 동안 막의 에칭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다. 대조적으로, SiF4 FSG막의 불소 함량

의 증가는 막의 유전상수를 향상시키는 한편, 증가된 불소 함량에 의해 막의 최소한의 부가적 에칭만이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불소 소스로서 SiF4 사용은 증착 효율을 보다 향상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처리 가스는 SiF4에 의해 공급된 불소, SiH4에 의해 공급된 실리콘, N2O에 의해 공급된 산소, 및 N2

에 의해 공급된 질소를 포함한다. 막은 약 1.5-1.8 ㎛/min 의 속도로 증착된다. 금속 절연체 반도체(MIS) 구조에서 1MHz

에서의 C-V 곡선으로 측정한 막의 유전상수는 약 3.3-3.5이다. 막은 약 7 퍼센트의 SiF(SiF 결합 대 SiF+SiO 결합의 최

고 높은 비율의 퓨리에 변환 적외선(FTIR) 분광기에 의해 측정)를 포함하며, SIMS를 사용하여 측정하면 적어도 16 원자%

의 불소를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증착되는 경우, 막이 적어도 700℃의 온

도로 가열되는 경우 층으로부터의 불소, HF, 또는 H2O의 탈가스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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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시적인 CVD 시스템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CVD 장치가 도 1A 와 도 1B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챔버벽(15a)과 챔버 리드

어셈블리(15b)를 포함하는 진공 또는 처리 챔버를 가진 CVD 시스템(10)의 수직 단면도이다. 챔버벽(15a)과 챔버 리드 어

셈블리(15b)가 도 1C 및 도 1D에서 분해조립, 투시도로 나타나 있다.

CVD 시스템(10)은 처리 챔버에서 중심설정된 가열된 페데스탈(12) 위에 위치되는 기판(미도시)으로 처리 가스를 분산시

키는 가스 분배 매니폴드(11)를 포함한다. 처리과정 동안, 기판(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은 페데스탈(12)의 평탄한 (또는

약간 볼록한) 표면(12a)상에 위치된다. 페데스탈은 하부 장착/제거 위치(도 1A에 도시)와 매니폴드(11)에 가깝게 인접한

상부 처리 위치(도 1A 및 도 1B에 점선(14)으로 표시) 사이에서 제어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 센터보드(보이지 않음)는

웨이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를 포함한다.

증착 가스 및 캐리어 가스는 종래의 평탄한, 원형의 가스 분배 또는 면판(13a)의 천공된 홀(13b)(도 1D)을 통해 챔버(15)

속으로 주입된다. 보다 상세히 말하자면, 증착 처리 가스는 입구 매니폴드(11)(도 1B에서 화살표(40)에 의해 표시)를 통

해, 종래의 천공된 차단판(42)을 통해, 다음 가스 분배 면판(13a)의 홀(13b)을 통해 챔버속으로 흐른다.

매니폴드에 도달하기 이전에, 증착 가스 및 캐리어 가스는 가스 소스(7)로부터 가스 공급 라인(8)(도 1B)을 통해 혼합 시스

템(9)속으로 보내어져 혼합된 후 매니폴드(11)로 보내어진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처리 가스에 대한 공급 라인은 (i)챔버속

으로의 처리 가스 흐름을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개의 안전 차단 밸브(미도시), 및 (ii) 공급

라인을 통하는 가스의 흐름을 측정하는 질량 흐름 제어기(미도시)를 포함한다. 통상적인 구성에 있어, 공정에 유독 가스가

사용되는 경우, 몇 개의 안전 차단 밸브가 각 가스 공급 라인마다 위치하게 된다.

CVD 시스템(10)에서 수행되는 증착 공정은 열적 공정 또는 플라즈마-강화 공정일 수 있다. 플라즈마 강화 공정에서, RF

전원장치(44)는 가스 분배 면판(13a)과 페데스탈 사이에 전력을 인가하여 면판(13a)과 페테스탈 사이의 실린더형 영역(이

영역은 여기에서는 "반응 영역"이라 부르기로 한다)내에 플라즈마를 형성하도록 처리 가스 혼합물을 여기시킨다. 플라즈

마 성분은 페데스탈(12) 상에서 지지되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상에 원하는 막이 증착되도록 반응한다. RF 전원장치(44)

는 전형적으로 13.56 MHz의 RF 고주파수(RF1)와 360KHz의 RF 저주파수(RF2)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혼합 주파수 RF

전원장치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전원장치는 단지 13.56 MHz에서의 고주파수 RF 전력 또는 360 KHz에서의 저주파수

RF 전력만을 공급할 수도 있다. RF 전원장치(44)는 진공 챔버(15)속으로 주입되는 반응종의 분해를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열 공정에서, RF 전원장치(44)는 이용되지 않고, 처리 가스 혼합물은 페데스탈(12) 상에서 지지되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상에 원하는 막이 증착되도록 열적으로 반응하며, 상기 페데스탈은 반응을 위한 열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저항력있게 가

열된다.

플라즈마 강화 증착 공정 동안, 플라즈마는 배기 통로(23)와 차단 밸브(24)를 둘러싸는 챔버벽(15a)을 포함하는 전체 처리

챔버(10)를 가열한다. 플라즈마 상태가 아닌 경우 또는 열 증착 공정 동안에는, 챔버를 상승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뜨거

운 액체가 처리 챔버벽(15a)을 순환한다. 챔버벽(15a)을 가열하는데 사용되는 유체는 전형적인 형태의 유체, 예를 들어 물

을 기본으로 하는 에틸렌 글리콜 또는 오일을 기본으로 하는 열 전달 유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가열은 바람직하게 원치않

는 반응 생성물의 응축을 감소 또는 소거시키며 처리 가스의 휘발성 생성물 및 차가운 진공 통로의 벽에 응축되거나 가스

의 흐름이 없는 동안 처리 챔버로 되돌아 가게 되면 공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다른 오염물의 제거를 강화시킨다.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며 층에 증착되지 않은 가스 혼합물의 나머지는 진공 펌프(미도시)에 의해 챔버로부터 배출된다. 상

세히 말하면, 가스는 반응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형의, 슬롯 형상 구멍(16)을 통해, 환형의 배출 충만실(plenum)(17)로

배출된다. 환형의 슬롯(16)과 충만실(17)은 실린더형의 챔버벽(15a)(벽상의 상부 유전체층 포함)의 상부와 원형의 챔버 리

드(20)의 하부 사이의 갭에 의해 형성된다. 슬롯 구멍(16)과 충만실(17)의 360ㅀ 원형 대칭성과 균일성은 웨이퍼상에 균

일한 막을 증착하기 위해 웨이퍼 위로 처리 가스의 균일한 흐름을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가스는 배출 충만실(17)로부터, 배출 충만실(17)의 측방 연장부(21) 아래로, 조망 포트를 지나, 하향 연장되는 가스 통로

(23)를 통해 진공 차단 밸브(24)(하부 챔버벽(15a)에 통합되어 있음)를 지나, 포어라인(foreline)(미도시)을 통해 외부 진

공 펌프(미도시)와 접속되는 배출구(25)속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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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데스탈(12)의 웨이퍼 지지 원반(platter)(바람직하게, 알루미늄, 세라믹, 또는 이들의 조합)은 평행한 동심원의 형태로

두 개의 완전한 턴(turn)을 만들도록 구성된 내장형 단일-루프 내장 히터 소자를 사용하여 저항성 가열된다. 히터 소자의

외부는 지지 원반의 주변부에 인접하게 연장되는 반면, 히터 소자의 내부는 보다 작은 반경을 갖는 동심원의 경로상에서

연장된다. 히터 소자에 대한 배선은 페데스탈(12)의 스템(stem)을 통과한다.

전형적으로, 임의의 또는 모든 챔버 내면, 가스 입구 매니폴드 면판, 및 다양한 다른 반응기 하드웨어는 알루미늄, 양극산

화된 알루미늄, 또는 세라믹과 같은 물질로 만든다. 이러한 CVD 장치의 예는 "CVD Processing Chamber"란 명칭으로 출

원된 Zhao 등의 미국 특허 제 5,558,717 호에 설명되어 있다. 특허 제 5,558,717 호는 본 발명의 양수인인 어플라이드 머

티어리얼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되었고, 그 전문(全文)은 이 글의 참조문헌이 된다.

로봇 블레이드(미도시)에 의해 챔버(10) 측면에 있는 삽입/제거 구멍(26)을 통해 웨이퍼가 챔버 바디 안팎으로 이동함에

따라 리프트 메커니즘 및 모터(32)(도 1A)는 히터 페데스탈 어셈블리(12)와 그의 웨이퍼 리프트 핀(12b)을 상승 및 하강

시킨다. 모터(32)는 처리 위치(14)와 하부 웨이퍼 장착 위치의 사이에서 페데스탈을 상승 및 하강시킨다. 모터, 공급 라인

(8)에 연결된 밸브 또는 흐름 제어기, 가스 전달 시스템, 트로틀 밸브, RF 전원장치(44), 및 챔버와 기판 가열 시스템은 단

지 하나만이 도시되어 있는 제어 라인(36)을 거쳐 시스템 제어기(34)(도 1B)에 의해 모두 제어된다. 제어기(34)는 제어기

(34)의 제어하에서 적절한 모터에 의해 움직이는 트로틀 밸브와 페데스탈과 같은 이동식 기계적 어셈블리의 위치를 검출

하기 위한 광 센서로부터의 피드백을 따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스템 제어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 38),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및 프로세서(37)를 포

함한다. 프로세서는 싱글-보드 컴퓨터(SBC),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출력 보드, 인터페이스 보드 및 스텝퍼 모터 제어기

보드를 포함한다. CVD 시스템(10)의 다양한 부품들은 보드, 카드 케이지, 그리고 커넥터의 치수와 타입을 형성하는

Versa Modular European(VME) 규격을 따르고 있다. VME 규격은 또한 버스 구조를 16 비트 데이터 버스와 24 비트 어

드레스 버스를 가진 버스 구조로 규정하기도 한다.

시스템 제어기(34)는 CVD 장치의 모든 작동을 제어한다. 시스템 제어기는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데, 이는

메모리(38)와 같은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바람직하게, 메모리(38)는 하드 디스크 드라

이브일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메모리일 수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타이밍, 가스의 혼합, 챔버 압력, 챔버 온도, RF 전

력 레벨, 페데스탈 위치, 및 특정 공정의 또다른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명령 세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크나

다른 적절한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다른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들 역시 제어기(34)를 동작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와 제어기(34)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CRT 모니터(50a)와 라이트 펜(50b)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도 1E에 도시

되어 있고 도 1E는 하나 이상의 챔버를 포함할 수 있는 기판 처리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모니터와 CVD 시스템(10)의 간략

화된 다이어그램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2개의 모니터(50a)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조작자를 위해 세척실 벽에 장착

되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기술자를 위해 벽 뒤쪽에 장착되어 있다. 모니터(50a)는 동시에 동일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나, 라이트 펜(50b)은 하나만이 허용된다. 라이트 펜(50b)의 끝에 있는 광 센서는 CRT 디스플레이에서 방출되는 빛

을 감지한다. 특정 스크린 또는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 조작자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지정 영역을 터치하고 펜(50b)의 버

튼을 누른다. 터치된 영역이 밝은 색상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새로운 메뉴 또는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어, 라이트 펜과 디

스플레이 스크린 사이의 통신을 확인시킨다. 키보드, 마우스 또는 다른 지시 또는 통신 장치와 같은 다른 장치들도 라이트

펜(50b) 대신에 또는 부가하여 사용되어 사용자가 제어기(34)와 통신하도록 할 수 있다.

막의 증착 공정은 제어기(34)에 의해 수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는

임의의 통상적인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8000 어셈블리 언어, C, C++, 파스칼,

포트란 등이다. 통상의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코드가 단일 파일 또는 다수의 파일로 입력되고, 컴퓨

터의 메모리 시스템과 같은 컴퓨터 이용가능 매체에 저장 또는 삽입된다. 입력된 코드 텍스트가 고급 언어로 작성되면, 코

드는 컴파일되고, 이어서 결과적 컴파일러 코드는 예비컴파일된 WindowsTM 라이브러리 루틴의 목적 코드와 링크된다.

링크 및 컴파일된 목적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사용자는 목적 코드를 호출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그 코드를 메

모리에 로드하게 한다. 다음, CPU는 코드를 판독하고 실행시켜 프로그램에서 식별된 태스크를 수행한다.

도 1F는 특정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70)의 계층적 제어 구조의 예시적인 블록 다이어그

램이다. CRT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된 메뉴 또는 스크린에 응답하여, 사용자는 라이트 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공정

세트 번호와 처리 챔버 번호를 공정 선택기 서브루틴(73)에 넣는다. 공정 세트는 특정 공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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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의 예정된 세트이며, 예정된 세트 번호에 의해 식별된다. 공정 선택기 서브루틴(73)은 원하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처리 챔버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i) 원하는 처리 챔버와 (ii) 원하는 공정 파라미터의 세트를 식별한다. 특정 공정을 수행

하기 위한 공정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 처리 가스 조성, 유속, 온도, 압력, RF 전력 레벨과 RF 저주파수와 같은 플라즈마 조

건, 냉각 가스 압력, 및 챔버 벽 온도와 같은 공정 조건과 관련된다. 이들 파라미터들은 레시피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

어, 라이트 펜/CRT 모니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입력된다.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신호는 시스템 제어기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력 보드에 의해 제공되고, 공정을 제어하는 신호

는 CVD 시스템(10)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력 보드에 출력된다.

공정 시퀀서 서브루틴(75)은 공정 선택기 서브루틴(73)으로부터 식별된 챔버 및 공정 파라미터 세트를 허용하고, 다양한

처리 챔버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정 세트 번호와 처리 챔버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한 사용자가 다수의 공정 세트 번호와 처리 챔버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으므로, 시퀀서 서브루틴(75)은 원하는

시퀀스로 선택된 공정을 계획하도록 동작한다.

바람직하게, 시퀀서 서브루틴(75)은 (i) 챔버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출하기 위해 처리 챔버의 작동을 모니터링 하는 단계,

(ii) 사용되고 있는 챔버에서 어떤 공정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출하는 단계, 및 (iii) 처리 챔버의 유용성과 수행될 공정 형

태에 기초해 원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폴링(polling)과 같이, 처리 챔버를 모니

터링하는 통상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어떤 공정이 수행될지를 계획할 때, 시퀀서 서브루틴(75)은 선택된 공정을 위한

원하는 공정 조건, 또는 각각의 특정 사용자가 입력한 요구조건의 "에이지(age)", 또는 시스템 프로그래머의 계획 순서를

결정을 포함시키는데 바람직한 임의의 다른 관련 요인과 비교하여 사용중인 처리 챔버의 현재의 조건을 고려한다.

일단 시퀀서 서브루틴(75)이 다음 수행될 처리 챔버와 공정 세트 조합을 결정하면, 시퀀서 서브루틴(75)은 시퀀서 서브루

틴(75)에 의해 결정된 공정 세트에 따라 처리 챔버(15)에서의 다수의 처리 태스크를 제어하는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77a-

c)으로 특정 공정 파라미터 세트를 통과시킴으로써 공정 세트의 실행을 초기화한다. 예를 들면,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

(77a)은 처리 챔버(15)에서 스퍼터링과 CVD 공정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또한 챔버 매니저 서브루

틴(77)은 선택된 공정 세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챔버 부품의 작동을 제어하는 다양한 챔버 부품 서브루틴의 실행을 제어

한다.

챔버 부품 서브루틴의 예에는 기판 위치설정 서브루틴(80),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 압력 제어 서브루틴(85), 히터

제어 서브루틴(87), 및 플라즈마 제어 서브루틴(90)이 있다. 당업자는 처리 챔버(15)에서 어떤 공정이 수행되는가에 따라

다른 챔버 제어 서브루틴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작시,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77a)은 수행되

는 특정 공정 세트에 따라 공정 부품 서브루틴을 선택적으로 계획 또는 호출한다. 시퀀서 서브루틴(75)이 다음 수행될 처

리 챔버(15)와 공정 세트를 계획하는 것처럼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77a)은 공정 부품 서브루틴을 계획한다. 전형적으로,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77a)은 다양한 챔버 부품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수행될 공정 세트에 대한 공정 파라미터를 기초로

동작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결정하는 단계, 및 모니터링 단계와 결정 단계에 응답하여 챔버 부품 서브루틴의 실행을 일으키

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제 특정 챔버 부품 서브루틴의 동작을 도 1F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기판 위치설정 서브루틴(80)은 기판을 페데스탈(12)

위에 장착하고, 선택적으로, 기판과 가스 분배 매니폴드(11) 사이의 간격을 제어하기 위해 기판을 챔버(15)의 원하는 높이

로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챔버 부품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기판이 처리 챔버(15)속으로 장착될 때,

페데스탈(12)은 기판을 수용하도록 하강한 후, CVD 공정 동안 기판이 가스 분배 매니폴드로 제 1 거리 또는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하기 위해 페데스탈(12)은 챔버내에서 원하는 높이로 상승된다. 동작시, 기판 위치설정 서브루틴(80)은 챔버 매니

저 서브루틴(77a)으로부터 전달된 지지 높이에 관련된 공정 파라미터 세트에 응답하여 페데스탈(12)의 움직임을 제어한

다.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은 처리 가스 조성과 유속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갖는다.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

은 안전 차단 밸브의 개/폐 위치를 제어하고, 또한 원하는 가스 유속을 얻기 위해 질량 흐름 제어기를 램프 업/다운(ramp

up/down)한다.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은 모든 챔버 부품 서브루틴들이 그러하듯이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에 의해 호

출되며,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으로부터 원하는 가스 유속에 관련된 공정 파라미터를 수신한다. 전형적으로, 처리 가스 제

어 서브루틴(83)은 가스 공급 라인을 개방하고 (i) 필요한 질량 흐름 제어기를 판독하고, (ii)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77a)으

로부터 수신된 원하는 유속과 판독치를 비교하고, (iii) 필요에 따라 가스 공급 라인의 유속을 조절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작동된다. 또한,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은 불안전한 속도에 대한 가스 유속을 모니터링하고 불안전한 조건이 검출되

는 경우 안전 차단 밸브를 동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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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정에 있어서, 헬륨 또는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가스가 챔버내 압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응성 처리 가스가 주입되

기 전에 챔버(15)속에 유입된다. 이들 공정에 있어서,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은 챔버의 압력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불활성 가스를 챔버(15)속으로 유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되며, 다음 상기 설명된 단계가 수행된

다. 부가적으로, 처리 가스가 예를 들어, 테트라에틸오르토실레인("TEOS")과 같은 액체 전구체로부터 기화될 때는,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은 버블러 어셈블리내의 액체 전구체를 통해 헬륨과 같은 전달 가스를 버블링하는 단계, 또는 헬륨

이나 질소와 같은 캐리어 가스를 액체 주입 시스템으로 주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기록된다. 버블러가 이런 형태의 공정

에 사용되는 경우,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은 원하는 처리 가스 유속을 얻기 위해 전달 가스의 흐름, 버블러 내의 압

력, 및 버블러 온도를 조정한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원하는 처리 가스 유속은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에 공정 파

라미터로서 전달된다. 게다가, 처리 가스 제어 서브루틴(83)은, 주어진 처리 가스 유속에 대해 필요한 값을 포함하는 저장

테이블을 액세스함으로써, 원하는 처리 가스 유속에 대한 필요 전달 가스 유속, 버블러 압력, 및 버블러 온도를 얻는 단계

를 포함한다. 일단 필요한 값들이 얻어지면, 전달 가스 유속, 버블러 압력 및 버블러 온도가 모니터되고, 필요한 값들과 비

교되어, 이에 따라 조정된다.

압력 제어 서브루틴(85)은 챔버의 배출 시스템에 있는 트로틀 밸브의 구멍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챔버(15)내의 압력을 제

어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트로틀 밸브의 구멍의 크기는 배출 시스템에 대한 전체 처리 가스 흐름, 처리 챔버의 크

기, 그리고 펌핑 세트포인트 압력과 관련하여 원하는 레벨로 챔버의 압력을 제어하도록 설정된다. 압력 제어 서브루틴(85)

이 호출될 때, 원하는 또는 목표 압력 레벨은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77a)으로부터 파라미터로서 수신된다. 압력 제어 서브

루틴(85)은 챔버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통상적인 압력 나노미터를 판독함으로써 챔버(15)의 압력을 측정하고, 측정값(들)

을 목표 압력과 비교하고, 목표 압력에 대응하는 저장된 압력 테이블로부터 PID(비례, 적분, 그리고 미분)값을 얻고, 그리

고 압력 테이블로부터 얻은 PID 값에 따라 트로틀 밸브를 조절하도록 작용한다. 선택적으로, 압력 제어 서브루틴(85)은 챔

버를 원하는 압력으로 조절하기 위해 트로틀 밸브를 특정 구멍 크기로 열거나 닫도록 작성될 수도 있다.

히터 제어 서브루틴(87)은 기판(20)을 가열하는데 사용되는 가열 유니트에서 전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히터 제어 서브루틴(87)은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77a)에 의해 호출되고, 목표 또는 세트포인트 온도 파라미터를 수신한다.

히터 제어 서브루틴(87)은 페데스탈(12)에 위치한 열전대(thermocouple)로부터의 출력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온도를 측

정하고, 측정된 온도를 세트포인트 온도와 비교하고, 세트포인트 온도를 얻기 위해 가열 유니트에 인가된 전류를 증가 또

는 감소시킨다. 온도는 저장된 변환 테이블의 대응하는 온도를 찾아봄으로써 또는 4차 다항식을 사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측정된 전압으로부터 얻어진다. 내장된 루프가 페데스탈(12)을 가열하기 위해 사용될 때, 히터 제어 서브루틴(87)은 루프

에 인가된 전류의 램프 업/다운을 점진적으로 제어한다. 게다가, 공정 안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감지하기 위해

내장형 안전 모드가 포함될 수 있으며, 내장 안전 모드는 처리 챔버(15)가 적절히 셋업되지 않은 경우 가열 유니트의 작동

을 정지시킬 수 있다.

플라즈마 제어 서브루틴(90)은 챔버 내의 처리 전극에 인가된 저주파 및 고주파 RF 전력 레벨을 세팅하고, 사용되는 저주

파수의 RF 주파수를 세팅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앞서 설명된 챔버 부품 서브루틴과 유사하게, 플라즈마 제

어 서브루틴(90)은 챔버 매니저 서브루틴(77a)에 의해 호출된다.

반응기에 대한 상기 설명은 주로 예시적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예를 들어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ECR) 플라즈마 CVD

장치, 유도 결합된 RF 고밀도 플라즈마 CVD 장치 등의 다른 플라즈마 CVD 장치도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페데스탈 디자

인, 히터 디자인, RF 전력 주파수, RF 전력 접속부의 위치 등에서의 변화와 같이, 상기 개시된 시스템의 변화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웨이퍼는 서셉터에 의해 지지되고 석영 램프에 의해 가열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의 층과 상기 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임의의 특정 장치 또는 특정 플라즈마 여기 방법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III. 안정한 FSG 층의 증착

본 발명에 따른 절연층을 형성하기 위해, 웨이퍼는 진공-록 도어를 통해 챔버(15)에 장착되며, 페데스탈(12)상에 위치된다

(도 2A, 단계 200). 다음 페데스탈은 처리 위치(14)로 이동된다(단계 205). 처리 위치(14)에서, 웨이퍼는 가스 분배 매니

폴드(11)로부터 약 300-600 mils 정도 떨어져 위치된다.

일단 웨이퍼가 적절히 위치되면, 웨이퍼와 페데스탈은 약 200-450℃의 온도로 가열되고, 처리 가스는 가스 분배 매니폴드

로부터 처리 챔버 속으로 주입된다(단계 210 과 215). 처리 가스는 불소 가스 소스로서 SiF4를, 실리콘 가스 소스로서

SiH4를, 산소 소스로서 N2O를, 그리고 질소 소스로서 N2를 포함하는 혼합물이다.

등록특허 10-0550419

- 8 -



SiH4는 약 10-30 sccm의 낮은 유량으로, 그리고 약 450-500 sccm의 높은 유량으로 처리 챔버속에 주입된다. SiF4는 약

5-15sccm의 낮은 유량으로, 그리고 약 800-1000sccm의 높은 유량으로 처리 챔버내로 주입된다. N2O는 약 10-30

sccm의 낮은 유량으로, 그리고 약 3800-4000 sccm의 높은 유량으로 처리 챔버속으로 주입된다. N2는 약 100-300

sccm의 낮은 유량으로, 그리고 약 2700-3000 sccm의 높은 유량으로 처리 챔버속으로 주입된다. 또한, 헬륨(He)이 캐리

어 가스로서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된다면, He는 약 10-30 sccm의 낮은 유량으로, 그리고 약 2700-3000 sccm의 높은 유

량으로 처리 챔버속으로 주입된다. 물론, 상기 가스들은 전술한 높은 유량과 낮은 유량 사이의 유량으로 챔버속으로 주입

될 수 있다.

N2 대 SiF4의 바람직한 비율은 약 4-5:1 사이이며, 약 4.4:1 값이 바람직하다. N2 대 SiH4의 바람직한 비율은 약 3.2-

4.5:1 사이이며, 약 3.8:1의 값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N2 대 N2O의 바람직한 비율은 약 1:1-3 사이이며, 약 1:2의 값이

바람직하다.

챔버는 약 1-6torr의 압력으로 유지되며(단계 220), 처리 가스는 약 100-2000W에서 단일 RF 전원장치(13.56MHz)를 사

용하여 플라즈마 상태로 여기 된다(단계 225). 공정의 증착 속도는 적어도 약 1.5 ㎛/min이다. 이러한 빠른 증착 속도의 공

정 결과로 감소된 유전상수를 갖는 안정한 절연막이 생성된다.

처리 가스의 모든 구성요소가 동시에 주입되는 단계(215)에 대해 선택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구성요소

가 주입되는데 있어 엄격한 순서를 채택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SiF4는 단계(215)에서 도입되지 않고, 대신에, 웨이퍼가 원

하는 공정 온도로 가열되었을 때 도입되는데, 이는 RF 전력이 플라즈마에 인가되는 경우 단계(225)에 대응한다. 이러한 공

정 시퀀스는 플라즈마가 발생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SiF4와 SiH4 사이의 반응을 최소화시켜, 플라즈마의 발생 전에 HF

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비록 증착과정 동안 (즉, 플라즈마가 발생된 후에) HF의 형성이 막에서의 자유 불소 또는 느슨

하게 결합된 불소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플라즈마가 발생되기 전에 형성된 HF는 플라즈마가 발생될 때 분

극화될 수 있다. 분극화되면, HF는 막상에 잔류물을 형성하여 막의 안정성 및 접착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상

기 공정 시퀀스는 막상에서의 HF 잔류물의 형성을 소거시킴으로써 막의 품질과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도 2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증착 공정은 4 단계를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공

정 단계는 안정화 단계(250)이며, 이는 도 2A의 단계 (210) 내지 (220)를 포함한다. 안정화 단계(250)의 다음은 증착 단계

(260)인데, 이는 도 2A의 단계(225)와 막의 증착을 포함한다. 통상의 방법에서, 증착 단계(260) 다음에는 펌핑오프

(pumping-off)단계가 오는데, 이 단계에서 RF 전력이 꺼지고, 챔버로의 가스 흐름이 중단되고, 챔버내의 가스는 챔버 밖

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종료 단계(270)는 펌핑오프 단계(280)에서 챔버속으

로 다른 가스 흐름을 중단시키는데 2-3초 앞서 처리 챔버속으로 SiF4의 흐름을 중단시킨다. 테스트는 이 방법으로 증착된

소정의 FSG막들이 적어도 700℃로 가열되는 경우 불소, HF, 또는 H2O의 탈가스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가스 흐름을 중단시키기 이전에 챔버속으로의 SiF4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은 막의 표면상에서 느슨하게 결합된 불소

의 형성을 감소시켜, 증착되는 FSG 막의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상기 설명된 증착 방법에 따라 적어도 450℃ 또는

700℃에 이르는 온도에서 불소, HF, 또는 H2O의 심각한 탈가스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에 따라 증착된 FSG막 및

할로겐이 도핑된 다른 실리콘 산화막은 적어도 7원자%에 이르는 SiF(SiF결합 대 SiF+SiO결합의 최고 비율의 퓨리에 변

환 적외선(FTIR) 분광기 사용에 의해 측정)를 포함할 수 있고, SIMS를 사용한 측정에 의하면 적어도 16원자%까지의 불소

를 함유할 수도 있다. 금속 절연체 반도체(MIS)구조에서 1MHz에서 C-V 곡선에 의한 측정에 따르면 막의 유전상수는 약

3.3-3.5이고, 공정의 증착 속도는 일반적으로 1.5-1.8 ㎛/min이다.

도 2C는 도핑 효율, 증착 속도, 및 막의 품질에 대한 공정의 다양한 파라미터의 효과를 나타낸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도

핑 효율 및 막 품질은 향상되지만 증착 속도는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판과 가스 분배 센터 사이의 간격이 증가함

에 따라 도핑 효율은 증가하는 반면 증착 속도 및 막 품질은 감소된다. 높은 RF 전력의 증가는 도핑 효율, 증착 속도, 그리

고 막 품질 증가에 해당한다. 대조적으로, 낮은 RF 전력에서의 증가는 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낮은 RF

전력이 SiF4 결합을 붕괴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오직 높은 RF 전력만을 사용한다.

또한, 도 2C는 온도의 증가가 도핑 효율, 증착 속도, 및 막 품질의 향상에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SiF4의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 도핑 효율이 증가되는데 이는 더 많은 불소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증착 속도는 영향을 받지 않고(증가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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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함량이 더 이상 막을 에칭하지 않기 때문에, SiF4가 빠른 증착 속도 공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줌), 막 품질은 떨어진

다(불소 함량의 감소에 따라 안정도 감소). 도시된 바와 같이, SiH4 또는 N2O의 증가는 증착 속도 증가에 해당한다. 그러

나, 도핑 효율과 막 품질은 떨어진다. 따라서, 공정에 N2를 첨가하는 것은 N2흐름 증가에 따라 막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증착 속도는 N2 흐름의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N2가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 도핑 효율은 N2 흐름의 증가

에 따라 감소된다.

비록 질소의 소스로서 N2가 바람직하지만, 암모니아(NH3) 같은 다른 질소 소스도 역시 자유 불소 또는 느슨하게 결합된

불소와 반응하는 처리 가스로 이용될 수 있다. NH3 내의 수소 역시 불소와 반응하여 HF를 형성하기 때문에, NH3는 N2 보

다 효율적인 질소 소스라고 여겨진다. HF는 휘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증착 도중 그리고 증착이 완료된 후에, NF2 및 NF3

와 함께 챔버로부터 방출될 수 있다. NO 결합을 깨뜨리는데 비교적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N2O는 덜 바람

직한 질소 소스라고 여겨진다. NF2 또는 NF3를 형성하기 위해 불소와의 반응에서 N2 결합을 깨뜨리는데 더 작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매우 안정한 FSG 막이 다음의 바람직한 조건에 따라 증착된다 : 챔버 압력은 3.7 torr로 유

지되고, 페데스탈과 가스 분배 센터 사이의 거리는 400 mil이고, SiH4는 260 sccm의 유량으로 챔버속으로 주입되고,

N2O는 3000 sccm의 유량으로 챔버속으로 주입되고, N2는 1000 sccm의 유량으로 챔버속으로 주입되고, He는

1000sccm의 유량으로 챔버속으로 도입된다. 다음 처리 가스는 1500 W의 높은 RF 전력을 사용하여 플라즈마 상태로 여

기되고, SiF4는 225 sccm의 유량으로 챔버속으로 주입된다.

본 발명의 FSG 막 및 할로겐이 도핑된 다른 실리콘 산화막의 물리적 특성과, 낮은 유전율, 빠른 증착 속도와 높은 안정성

은, 상기 막들이 HDP CVD를 위한 캡층 또는 IMD층에서의 스핀-온-글래스(spin-on-glass, SOG) 낮은 k 갭 충진층(low

k gap fill layer), 및 다마신 공정에서의 절연층으로서 특히 유용하게 한다. 이제 도 3A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캡층

으로서 증착된 절연층(300)이 도시되어 있다. 절연층(300)은 고밀도 플라즈마(HDP)층(320) 위에 증착되는 것으로 도시

된다. 논의된 바와 같이, 절연층(300)은 안정하고, 좋은 접착성과 낮은 유전율을 가지며, 빠른 증착 속도로 증착된다. 따라

서, 절연층은 티타늄층을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증착되는 금속층이 캡층 위에 증착되는 IMD 캡층으로서 높은 처리량 공정

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층에 대해서는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고 이는 층속의 불소가 금속층과 반응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절연층(300)의 갭충진 능력은 HDP층(320)이 좋은 갭 충진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지

는 않다.

HDP-CVD 반응기에서, 매우 낮은 압력 조건(millitorr 범위) 하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유도적으로 결합된 코일

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HDP-CVD 반응기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마는 표준의 용량성 결합된 PECVD 플라즈마의 이온 밀도

보다 약 2 차수(order)(또는 그 이상) 큰 이온 밀도를 갖는다. HDP-CVD 반응기에 사용되는 저압 챔버는 긴 평균 자유 행

정을 갖는 활성 종(species)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플라즈마의 밀도와 함께, 상당한 수의 플라즈마 성분이 깊

고 극소한 간격의 갭의 하부 부분까지 이르게 하여, 뛰어난 갭 충진 특성을 갖는 막을 증착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아

르곤 또는 이와 유사한 중량의 불활성 가스가 반응 챔버속으로 주입되어 증착과정 동안 스퍼터링(sputtering)을 촉진시켜

준다. HDP 증착의 스퍼터링 엘리먼트가 충진되는 갭의 측면상의 증착물을 에칭하여, 또한 HDP-증착 막의 갭 충진의 증

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사하게,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층(300)은 또한 낮은 k의 SOG막 위에 캡층으로서 증착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낮은 k의 SOG막은 다음의 단계를 따라 증착된다 : 낮은 k의 액체 유리막이 금속 라인들 사이의 폭이 좁은 갭을 채우

기 위해 금속 라인들 위로 부어지고, 동일평면상의 액체막을 만들기 위해 회전된다. 다음, 막은 경화되도록 구워지고, 금속

라인 상의 낮은 k의 SOG층(330) 부분은 막이 경화된 후에 에칭된다. 절연층(300)은 층(330)이 에칭된 후에 금속 라인 위

에 캡층으로서 증착되어, 절연층(300)의 갭 충진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절연층(300)이 보다 안정화되기 때문에 낮은 k의

SOG층(330) 위에 상기 절연층(300)이 IMD층으로 바람직하다. 자연 상태에서는 액체인 낮은 k의 SOG층(330)은 비록 경

화되도록 구워졌지만 절연층(300)보다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FSG층은 다마신 공정에서의 절연층(300)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도 3C를 참조로, 다마신

공정에서, 먼저 절연층(300)이 먼저 증착되고 순차적으로 에칭되어, 금속층(340)이 절연층(300)의 에칭된 부분 및 에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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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부분 위에 증착될 수 있다. 다음, 금속층(340)이 에칭되어 금속 라인(340)을 형성한다.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층(300)이 금속 라인(340) 위에 캡층으로서 증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추가의 금속층의 증착이 이루어지도록 중간

절연층이 순차적으로 에칭될 수 있다.

도 4A-4L은 절연층에서의 불소 농도 증가가 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테스트 결과이다. 막내의 불소 함량

은 막의 굴절률(RI)을 사용하여 모니터될 수 있다. 막의 RI가 높을수록 막의 불소 함량이 낮다. 도 4A는 서로 다른 SiF4 흐

름 하에서 증착된 상이한 FSG층에 대한 퓨리에 변환 적외선(FTIR) 스펙트럼을 도시하고 있다. 도 4B는 FSG막의 RI를

SiF4 흐름의 함수로서 도시하고, SiF4 흐름을 FTIR 최고 비율과 상호 관련시키고 있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FSG막의 RI는 불소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이는 막의 불소 함량의 증가로 해석된

다. 도 4A와 4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막의 불소 함량을 나타내는 SiOF 최고치는 SiF4 흐름이 100 sccm에서 400 sccm

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자유 불소 또는 느슨하게 결합된 불소는 스펙트럼에서 SiF2 최고치의 존

재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 도 4A-4B는 상기 설명된 조건하에서 SiF2의 존재 없이 막속에 도핑될 수 있는 불소 양의 최대

치는 7원자%임을 FTIR 최고 비율에 의해 보여주는데, 이는 1.406의 RI값 및 약 230 sccm의 SiF4 흐름에 대응된다.

FSG막속으로 불소를 도핑하는데 대한 전력, 챔버 압력, 및 SiF4 흐름의 영향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준비된 1㎛ 두께의 샘

플막에 근거하여 연구되었다 : 챔버 압력은 약 3.7 torr에서 유지되고, 가스 분배 센터로부터 페데스탈의 간격은 약 400

mil이고, SiH4는 약 260 sccm의 유량으로 챔버속으로 주입되고, N2O는 약 3000 sccm의 유량으로 챔버속에 주입되고,

N2는 약 1000 sccm의 유량으로 챔버속에 주입되고, 처리 가스는 약 1500W의 높은 RF 전력에서 플라즈마 상태로 여기된

다. SiF4가 챔버 속으로 주입되는 유량은 100 내지 300 sccm에서 변화되며, 전력은 700에 내지 1500 W에서 변화되며,

챔버 압력은 3.5 내지 5 torr에서 변화된다.

도 4C는 막의 불소 함량을 전력과 SiF4 흐름의 함수로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SiF4 흐름과 전력이 증가됨에 따라 막

의 RI는 감소되었고, 따라서 SiF4 흐름과 전력이 증가됨에 따라 막의 불소 함량은 증가되었다.

도 4D는 막의 불소 함량을 압력과 SiF4 흐름의 함수로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SiF4 흐름과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 막

의 RI는 감소되었으나, 전력과는 달리 이 관계는 직선이 아니다. 약 250 sccm의 SiF4 흐름에서, 불소 함량은 포화되어 불

소 흐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도 4E는 세척실에서 14일 동안 두었을 때 1㎛ 막의 RI와 스트레스를 보여준다. 막의 RI와 스트레스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

지되기 때문에, 막이 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 4F는 30분간 물 속에서 끓은 후의 막의 FTIR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물 테스트 이후의 FTIR 스펙트럼이 H-O-H 결합

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펙트럼은 막이 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 4G는 막을 끓은 물 테스트를 거친후, N2가 있을 때 증착된 막과 N2가 없이 증착된 막의 안정성을 대조하고 있다. 도시

된 바와 같이, N2 없이 증착된 막은 그 FTIR 스펙트럼이 약 3350 cm-1에서 H-O-H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불

안정하다. 따라서, 도 4G는 N2의 사용이 막의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도 4H는 막이 450℃에서 30분간 어닐링을 거치기 전과 후의 막의 FTIR을 도시하고 있다. 어닐링 테스트는 통합 공정의

호환성을 위해 행해졌다. 도 4H에 도시된 바와 같이, Si-O-F 최고치는 변하지 않았다. 즉, 막의 불소 함량이 감소되지 않

았다. 따라서, 막은 안정하다.

게다가, 어떤 온도에서 막내의 불소가 탈가스화되기 시작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열 파괴 스펙트럼(thermal desorption

spectra, TDS)이 수행되었다. 도 4I는 종료 단계(270) 없이 증착된 막의 TDS를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HF는 500℃

에서 탈가스화가 시작되는데 반해 불소는 475℃에서 탈가스화가 시작되었다. 종료단계(270)가 있는 상태에서 증착된 막

의 TDS를 보여주는 도 4J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불소와 HF는 약 700℃까지 탈가스화가 시작되지 않았다. 14일 후에 얻어

진 TDS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증착된 FSG 막이 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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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증착된 막은 또한 우수한 접착 특성을 가진다. 언급된 대로, 종료 단계(270)는 막의 표면상에서 느슨하게

결합된 불소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막은 예를 들어, 알루미늄, 티타늄, 티타늄 질화물, 텅스텐, 및 유전체 비반사 코팅을 포

함하는 다양한 금속 및 유전체층에 잘 부착된다. 도 4K는 증착 직후, 30분간 물에서 끓인 후, 그리고 3일후에 찍은 웨이퍼

알루미늄 패턴의 사진을 예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막은 물에서 30분간 끓여졌지만 3일 후에도 부식, 균열, 벗겨짐

을 보이지 않으므로 우수한 접착 특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막 전체에 걸친 불소 양을 측정하기 위해, 막의 RI값, SiOF/SiO 최고 비율, 및 SIMS를 사용하여 막내에 도핑

된 불소량의 균일성이 측정되었다. 도 4L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막 전체에 걸친 불소 함량은 16원자%에서 일정하였다. 따

라서, 이 테스트는 막의 불소 함량이 막 전체에 걸쳐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막의 유전상수가 막 전체에

걸쳐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논의된 다양한 가스 주입 유량에 대한 모든 공칭값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에 의해 제조된, 200mm의 웨이퍼에

대해 마련된 저항 가열된 DxZ 챔버에 근거한 것이다. 다른 체적의 챔버 또는 다른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챔버는 이와는 다

른 가스 주입 유량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주어진 특정 변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다른 공정 조건과 다른 반응물 소스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절

연층을 증착하는 다른 균등물이나 대안적 방법은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이들 균등물과 대안들은 본 발명의 범위 내

에 포함된다.

본 발명은 단지 일례로서 실리콘 소스로서 SiF2를, 산소 소스로서 N2O를 사용하는 공정을 특정하여 예시하고 있지만,

TEOS와 같은 다른 실리콘 소스나 O2, CO 등과 같은 다른 산소 소스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

는 상기 설명과 관련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균등물의 전 범위와 함께, 첨부된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결정되어

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높은 불소 함량을 가지면서, 막의 안정성이 높은 막을 빠른 증착 속도로 증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처리 챔버내의 기판상에서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을 증착하는 방법으로서,

실리콘 소스, 산소 소스, 할로겐 소스, 및 질소 소스를 포함하는 처리 가스를 상기 챔버속에 주입하는 단계;

상기 처리 가스로부터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할로겐 소스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뒤이어 상기 실리콘 소스, 상기 산소 소스 및 상기 질소 소스의 흐름을 중단시켜,

상기 기판 상에 단일의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막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핑

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 소스는 불소 소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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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산화물층은 적어도 16원자%에 이르는 불소를 함유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산화물층은 적어도 약 1.5 ㎛/min의 증착 속도로 상기 기판 상에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

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산화물층은 전체 약 3.3-3.5의 유전상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산화물층은 불소의 탈가스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적어도 475℃의 온도로 가열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챔버속으로 상기 불소 소스의 주입은, 상기 챔버 속으로의 다른 가스 흐름의 종료 2-3초 이전에 중단되어, 상기 실리

콘 산화물층은 탈가스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적어도 700℃의 온도까지 가열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핑

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챔버에서 약 1-6 torr의 압력을 유지하는 단계;

상기 기판을 약 200-450℃의 온도로 가열하는 단계; 및

약 13.56 MHz의 주파수에서 약 100-2000 W의 고주파수 RF 전력으로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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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불소 소스는 SiF4 가스를 포함하며 약 5-1000 sccm의 유량으로 상기 처리 챔버속에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원하는 공정 온도에 도달함에 따라 상기 처리 챔버 속으로 상기 SiF4 가스가 주입되어, 상기 실리콘 산화물층

의 품질 및 안정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소스는 SiH4를 포함하며 약 10-500 sccm의 유량으로 상기 반도체 처리 챔버속에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소스는 N2O를 포함하며 약 10-4000sccm의 유량으로 상기 처리 챔버 속에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

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질소 소스는 N2 가스를 포함하며 약 10-3000sccm의 유량으로 상기 처리 챔버속에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

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층 증착 방법.

청구항 14.

반도체 처리 챔버내의 기판상에서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 FSG층을 빠른 증착 속도로 증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기판을 약 200-450℃의 온도로 가열하는 단계;

SiF4, 산소 소스, SiH4, 및 N2를 포함하는 처리 가스를 상기 챔버속에 주입하는 단계;

상기 챔버를 약 1-6 torr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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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처리 가스로부터 플라즈마를 형성하여 상기 기판 상에 상기 FSG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속도로 FSG층을 증착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HDP 갭 충진층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HDP층 위에 캡층으로서 상기 FSG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속도로 FSG층을 증

착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낮은 k의 SOG막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낮은 k의 SOG막 위에 캡층으로서 상기 FSG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속도로

FSG층을 증착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FSG막은 다마신 공정에서 절연막으로서 사용되도록 호환성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속도로 FSG층을 증착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4 항의 방법에 의해 형성된 FSG층을 포함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19.

반도체 처리 챔버내의 기판상에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 FSG층을 빠른 속도로 증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기판을 약 200-450℃의 온도로 가열하는 단계;

SiH4, 산소 소스, 그리고 N2를 포함하는 처리 가스를 상기 챔버속에 주입하는 단계;

상기 챔버를 약 1-6 torr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단계;

상기 처리 가스와 SiF4 가스로부터 플라즈마를 형성하여 상기 기판상에 상기 FSG층을 형성하기 위해, 높은 RF 전력이 인

가됨에 따라 상기 SiF4 가스를 상기 챔버 속으로 주입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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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챔버 속으로의 상기 처리 가스의 주입을 종결하기 적어도 2-3초 이전에 상기 챔버속으로의 SiF4 가스의 주입을 종결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속도로 FSG층을 증착하는 방법.

청구항 20.

기판 처리 장치로서,

처리 챔버;

상기 처리 챔버에 처리 가스를 전달하도록 구성된 가스 전달 시스템;

상기 처리 가스로부터 플라즈마를 형성하도록 구성된 플라즈마 발생 시스템;

상기 가스 전달 시스템과 상기 플라즈마 발생 시스템을 제어하도록 구성된 제어기; 및

상기 제어기에 접속된 메모리 - 상기 메모리는 상기 처리 챔버내에 배치된 기판상에 단일의 할로겐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

물층을 증착하도록, 상기 기판 처리 장치의 동작을 지시하는 컴퓨터-판독가능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를 포함함 - 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판독가능 프로그램은,

할로겐 소스, 실리콘 소스, 질소 소스, 및 산소 소스가 상기 기판 처리 챔버속에 주입되도록 상기 가스 전달 시스템을 제어

하는 컴퓨터 명령들;

상기 처리 가스로부터 플라즈마가 형성되도록 상기 플라즈마 발생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명령들; 및

상기 할로겐 소스의 흐름을 중단되고, 뒤이어 상기 실리콘 소스의 흐름, 상기 산소 소스의 흐름 및 상기 질소 소스의 흐름

이 중단되도록 상기 가스 전달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명령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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