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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처리실에 노출된 처리 용기의 내측 표면상에 제 1 프리코팅막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처리실을 가열하면서, 제 1 성막
용 가스를 상기 처리 용기의 처리실 내로 공급하고, 이어서, 상기 제 1 프리코팅막상에 제 2 프리코팅막을 형성하기 위
해, 제 2 성막용 가스를 상기 처리실 내로 공급하는 것에 의해, 전처리(pretreatment)시에 프리코팅막을 형성한다. 이
어서, 반도체 웨이퍼를 상기 처리실 내로 로딩한다. 그 후, 상기 웨이퍼상의 제 1 층을 형성하기 위해, 처리실을 가열하
면서 상기 제 1 가스를 상기 처리실 내로 공급하고, 이어서, 상기 제 1 층상에 제 2 층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제 2 가
스를 상기 처리실 내로 공급한다. 다음에, 상기 제 1 층상에 적층된 상기 제 2 층의 표면상에 실리콘 물질이 증착되도록 
실란 가스를 상기 처리실 내로 공급한다. 최종적으로, 제 1 및 제 2 다중막을 갖는 웨이퍼를 상기 처리 용기의 외부로 
언로딩한다.
    

 - 1 -



등록특허 10-0373790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성막 방법을 실시하는데 이용되는 성막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횡단면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성막 장치의 샤워 헤드부내에 배치된 균일 분산판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평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포함된 처리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4는 제 1 및 제 2 로트내의 각각의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상에 막이 형성되고, 각각의 로트가 25개의 웨이퍼로 구성
되는 경우의, 각각의 웨이퍼의 시트 저항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5는 기본층의 상측면에 실리콘이 부착된 경우와, 부착되지 않은 경우의, 성막으로의 산소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그
래프,

도 6은 사전에 성막내에 남아 있는 응력 완화의 관점에서 후처리 단계에 의해 생성된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7은 세정 후처리가 수행된 경우와, 세정 후처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의, 할로겐 원소의 잔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8은 기판상에서의 후속 성막에 대비하여, 예를 들면 처리실의 내부 벽상에서의 프리코팅의 관점에서 세정 후처리에 
의해 생성된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9a 및 9b는 모두 통상적인 MOSFET에서의 게이트 전극 형성에 관한 것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6 : 게이트 산화막8 : 게이트 전극

10 : 다결정 실리콘층12 : 텅스텐 실리사이드층

16 : 성막 장치18 : 처리 용기

20 : 처리실26 : 서셉터

46 : 투과창50 : 가스 램프

78 : 가스 분출벽82 : 상단 분산판

84 : 가스 유출 구멍86 : 균일 분산판

88 : 분산 구멍W : 피처리체(반도체 웨이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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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 또는 글래스 기판과 같은 기판상에 적층 박막 또는 적층, 즉 다층 구조를 형성하여, MOSFET
의 게이트 전극 등을 형성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집적 회로를 제조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있어서, 원하는 반도체 소자를 획득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 또는 글래
스 기판과 같은 기판상에서의 성막(film formation) 및 성막의 패터닝된 에칭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도 9a 및 9b는 모두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상에서 MOSFET의 게이트 소자로서 모두 동작하는 적층 박막을 형성하는 통
상적인 방법을 도시한다.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한 도전형의 불순물이 웨이퍼 W의 표면을 통해 확산되어 
소스 영역(2) 및 드레인 영역(4)을 형성하고, 이어서 이들 소스 및 드레인 영역 사이의 중간 웨이퍼 표면상에, 예를 들
면 SiO2 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산화막(6)을 형성한다. 그 결과, 채널 영역이 게이트 산화막(6) 밑에 형성되어 소스 영
역(2) 및 드레인 영역(4) 사이에 채널 영역이 개재된다. 또한, MOS 트랜지스터를 구성하기 위해 게이트 산화막(6)상
에 다층 구조의 전기적으로 도전성인 게이트 전극(8)이 형성된다.

    
통상적으로, 게이트 전극(8)은 단일층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최근 몇년 동안, 게이트 전극(8)은, 예를 들면 전극의 
전기적인 도전성의 관점에서 볼 때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도 9a 및 9b에 예시된 종래 기술에서, 인이 도핑된 다결정 
실리콘(폴리실리콘) 층(10)은 게이트 산화막(6)상에 직접 형성된다. 또한, 금속 실리사이드층, 예를 들면 텅스텐 실리
사이드층(12)은,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폴리실리콘층(10)상에 직접 형성된다. 따라서, 게이트 전극(8)은 인이 도
핑된 폴리실리콘층(10)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으로 구성되는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에, 반도체 집적 회로는 집적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보다 미세하게 제조되고 있다. 당연히, 가공 선폭 및 게이트 폭
을 감소시키기 위한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한, 다층 구조의 소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막 두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다중층 구조를 공동으로 형성하는 인접한 층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층의 각
각은 이들 층 각각의 감소된 두께에도 불구하고 종래 기술의 특성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보다 우수한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도록 요구된다. 도 9a에 도시되어 있는, 인이 도핑된 폴리실리콘층(10)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으로 구성
되는 이중층 구조의 게이트 전극(8)은 상기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도록 의도되어 있다.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연 산화막(14)은, 수증기를 포함하는 대기에 노출되는 경우,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막, 
예를 들면 인이 도핑된 폴리실리콘층(10)의 표면상에서 용이하게 형성됨에 주의해야 한다.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1)
이 산화막(14)상에 직접 형성되는 경우, 폴리실리콘층(10)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간의 본딩 강도가 약해지게 된
다. 또한, 이들 층(10 및 11)간의 충분한 전기적인 도전성이 보장될 수 없어, 게이트 전극(8)의 전기적인 특성이 저하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폴리실리콘층(10)은 각각의 로트(lot)에 다수의 웨이퍼, 예를 들면 150개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하는 일
괄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다. 한편,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은 낱장씩 막을 부착하는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당연히, 일괄 시스템에 의해 웨이퍼상에 형성된 많은 폴리실리콘층은, 대기에 노출되는 시간도 다르고, 그에 따라 폴리
실리콘층(10)상에 형성된 자연 산화막의 두께도 다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예를 들면 HF계 증기를 이용
한 습식 에칭을 폴리실리콘층(10)의 표면에 실행하여 자연 산화막(14)을 제거한다.
    

그러나, 텅스텐 실리사이드막(12)을 형성하기 직전에 습식 에칭에 의해 자연 산화막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자연 산화
막을, 기본층(base layer), 즉 폴리실리콘층(10)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 없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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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조처는, 예를 들어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 2-292866 호에 예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처
리실(process chamber)내에서 인이 도핑된(phosphorus-doped) 폴리실리콘층(10)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처리실내에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을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상기한 종래 기술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인이 도핑된 폴리실리콘층(10)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이 동일한 처리
실내에서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자연 산화막이 폴리실리콘층(10)의 표면상에서 형성되지 못하도록 확실히 방지할 
수 있어, 양호한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전극(8)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운 문제점이 발
생된다. 즉, 1개의 로트에서, 예를 들면 25개의 웨이퍼가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방열 속도의 관점에서의 불안정성 
뿐만 아니라 처리실의 벽 표면상에서 또는 처리실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장치내에서의 열적 불안정성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불순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층 등이 형성되는 경우, 성막층의 재현성이 열화한다.
    

또한, 도핑된 폴리실리콘층(10)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이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상층의 텅스텐 실리사이드
층에서 응력(stress)이 잔류하여, 텅스텐 실리사이드층과 하층의 폴리실리콘층간의 본딩 강도가 저하된다. 또한 주목
해야 할 점은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의 형성 이후에, 예를 들면 약 900℃에서 어닐링 처리가 통상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이
다. 이러한 어닐링 단계에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으로 산소가 확산되어 게이트 전극(8)의 전기적인 특성이 저하
된다.

    
또한,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반응에서는 반응 속도(reaction rate)가 제한되는 반면,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을 형성
하는 반응에서는 반응체 공급 속도(reactant supply rate)가 제한된다. 성막을 위한 반응체 가스를 도입하는 통상적인 
샤워 헤드 구조에서는 상술한 속도 제한 형태의 상이(相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인이 도핑된 폴리
실리콘층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의 어느 것인가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기판 전체를 통해 가스 스트림(stream)이 균
일하게 흐를 수 없어, 성막의 두께의 균일성이 저하됨은 물론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성막의 재현성이 우수한 막을 형성하여, 성막내에 잔류하는 응력을 완화하고 또한 성막중에 산소가 
막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반응 속도 제한 형태의 반응 및 반응체 공급 속도 제한 형태의 반응의 각각을 해결할 수 있는 막
을 형성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각각의 처리실의 내부 벽 및 처리실을 포함하는 처리 장치의 내부 구조상에 다수의 프리코팅층(pre-coa
t layers)이 형성된다. 이들 프리코팅층의 수는 기판상의 성막의 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기판상에서 원하는 
막을 형성하기 이전에 이들 프리코팅층이 형성된다. 따라서, 기판상에서 원하는 막을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단계에서, 
처리실의 내부 벽 또는 처리 장치의 내부 구조로부터의 열 방사율 등의 내부 환경이 안정화된다. 안정화된 내부 환경하
에서 원하는 막이 기판상에 연속적으로 형성되므로, 본 발명에서의 성막의 재현성이 두드러지게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성막에 후처리(after-treatment)가 실행된다. 따라서, 성막의 표면에 실리콘이 약간 부착된다. 
중요한 점은, 이 부착된 실리콘이 성막에 전해지는 응력을 완화하도록 작용하므로, 기판상에 형성된 인접 막들간의 본
딩 강도가 향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후처리 동안 기판에 열 처리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부착된 실리콘은 산소가 폴리실
리콘과 같은 실리콘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능하여, 산소가 성막내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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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단일 처리 장치내의 단일 기판에 성막 단계 및 후처리 단계가 연속적으로 실행되고, 이어서 처리 장치로
부터 처리된 기판이 언로딩(unloading)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처리 장치내의 다른 단일 기판에, 이들 성막 단계 및 
후처리 단계가 연속적으로 실행되고, 이어서 처리 장치로부터 처리된 기판이 언로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1개의 로트
에서 다수의 기판, 예를 들면 25개의 반도체 웨이퍼가 연속적으로 처리된다.

사전설정된 수의 기판으로 실행된 성막 공정을 완료한 이후, 세정을 위해 처리실내로 세정 가스가 공급되고, 이어서 열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실내로 실란 가스가 공급된다. 세정 목적을 위한 후처리시에 실란 가스에 의한 열 처리로 인
해 처리실내에 남아 있는 할로겐 원소의 양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기판상에서 막을 형성하기 이전에 전처
리 단계에 있어서의 프리코팅 시간을 단축하는데 효과적이다.

본 발명의 특정한 성막 공정은, 인이 도핑된 폴리실리콘층상에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을 증착하여, 예를 들면 MOSFET
의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

    
다수의 박막을 형성하는 본 발명의 장치는 다수의 분산 구멍이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균일 분산판이 마련된 샤워 헤드
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분산 구멍의 지름 및 배치 밀도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
서, 원하는 막을 형성하기 위한 반응체 가스가, 반응 속도 제한 형태 반응을 위해 반응체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반응
체 공급 속도 제한 반응을 위해 반응체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의 각각에서, 처리실내의 전체 영역에 걸쳐 균일하게 확산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각각의 막은 각각의 막의 전체 영역에 걸쳐 두께가 매우 균일하
게 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한 균일 분산판은 가스 분출 영역의 최상단을 구성한다. 또한, 각각의 분산 구멍의 지름은 기껏해야 
0.7㎜로 설정된다. 또한, 이들 분산 구멍은 적어도 0.3 hole/cm 2 의 밀도로 배치된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 및 장점이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될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지
거나, 또는 본 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은 첨부되는 청구 범위에서 특별히 지적
된 수단 및 결합에 의해 실현되고 획득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명세서의 부분을 구성하고, 내포되는 첨부 도면은 앞서 주어진 일반적인 설명 및 이하 주어지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고,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한다.

이하, 첨부되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적층 막을 형성하는 장치 및 방법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도 1은 본 발명의 성막 방법을 실시하는데 이용되는 성막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횡단면도이
다. 한편,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성막 장치(16)의 샤워 헤드부내에 배치된 균일 분산판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평면도이
다. 성막 장치(16)는 낱장씩 처리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반도체 웨이퍼를 급속히 가열시킬 수 있는 가열 램프가 제공된
다.

    
성막 장치(16)는 상측 벽, 원주 측벽 및 바닥 벽으로 구성된 처리 용기(18)를 포함한다. 처리실(20)은 처리 용기(18)
내로 한정된다. 또한, 처리 용기(18)는 원통 형상이 바람직하고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측 및 하
측 단부에 개방되어 있는 지지 실린더(22)는 처리 용기(18)내에서 동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지지 실린더(22)의 하측 
단부는 처리 용기(18)의 바닥 벽에 고정된다. 한편, 다수의 지지 부재(24)는 지지 실린더(22)의 상측 단부에 의해 원
주 방향으로 등거리에 지지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3개의 지지 부재(24)는 서로 약 120° 이격되어 배치된다. 
이들 지지 부재(24)의 각각은 수평 암 부분 및 수직 암 부분으로 구성되는 L자의 형상이다. 수평 암 부분의 말단부는 
지지 실린더(22)의 상측 단부에 탑재되고, 기단부는 지지 실린더(22)의 중심을 향해 수평으로 연장된다. 또한, 상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수직 암 부분은 수평 암 부분의 내측 단부에 일체로 고정된다. 이들 수직 암 부분의 상측 단부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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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형상의 서셉터(susceptor)(26)의 하측 표면에서 주변 부분에 접속된다. 따라서, 지지 부재는 서셉터(26)를 지지
하도록 기능하여 테이블(26)이 지지 실린더(22)와 동심원을 이루게 된다. 반도체 웨이퍼 W와 같은 기판은 서셉터(2
6)상에 배치된다. 서셉터(26)의 지름은 웨이퍼 W의 지름과 대체로 동등하거나 또는 그보다 크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
다. 지지 실린더(22) 및 지지 부재(24)의 각각은 열선 투과성(ray-transmitting) 재료, 예를 들면 석영으로 형성된
다. 또한, 서셉터(26)는, 약 1㎜ 내지 5㎜의 두께를 갖고, 높은 열 저항성 및 양호한 열 도전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제조
된다. 예를 들면, 테이블(26)은 탄소계 재료 또는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알루미늄 화합물로 제조된다.
    

    
다수의 L자 형상의 리프터 핀(lifter pins)(28)은 서셉터(26) 밑에 배치된다. 예를 들면, 3개의 리프터 핀(28)은 테
이블(26) 밑에 배치된다. 이들 리프터 핀(28)은 공통의 링(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함께 수직 방향으로 
이동가능하다. 이들 리프터 핀(28)의 각각은 수직 암 부분 및 수평 암 부분으로 구성된다. 수직 암 부분은 서셉터(26) 
밑에 배치되어 수직 방향으로 연장된다. 한편, 수평 암 부분은 지지 실린더(22)를 통해 외측으로 수평 연장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리프터 핀(28)은 수직 방향으로 이동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롯
은 지지 실린더(22)내에 형성된다. 물론, 리프터 핀(28)의 수평 암 부분은 지지 실린더(22)내에 형성된 슬롯을 통해 
연장된다. 구동 로드(driving rod)(32)의 상측 단부는 이들 리프터 핀(28)중 하나의 수평 암 부분의 외측 단부에 결합
된다. 구동 로드(32)는 처리 용기(18)의 하측 벽을 통해 형성된 구멍을 통해 하측 방향으로 연장되어, 구동 로드(32)
의 하측 단부가 처리 용기(18) 밑에 배치된 액츄에이터(38)에 결합된다. 물론, 구동 로드(32)는 액츄에이터(38)에 의
해 수직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구동 로드(32)가 상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경우, 3개의 리프터 핀(28)도 또한 상측 
방향으로 이동되어, 이들 핀(28)의 수직 암 부분의 상측 부분이 서셉터(26)를 통해 연장되는 리프터 핀 구멍(34)을 
통해 상측 방향으로 튀어 나온다. 따라서, 서셉터(26)상에 배치된 웨이퍼 W가 테이블(26)로부터 떨어져 상측 방향으
로 이동된다. 대조적으로, 구동 로드(32)가 하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경우, 리프터 핀(28)의 상측 단부상에 지지된 웨
이퍼 W도 또한 하측 방향으로 이동되어 서셉터(26)상에 다시 배치된다.
    

신축가능한 벨로즈(shrinkable bellows)(36)는, 처리 용기(18)의 바닥판의 하측 표면과 액츄에이터(38)의 상측 표
면 사이에 위치하는 구동 로드(32)의 해당 부분을 둘러싸도록 탑재되어 처리 용기(18)를 밀폐하여 밀봉한다.

    
세라믹 재료로 제조되고 웨이퍼 W의 고정 수단으로서 동작하는 클램프 링(40)은 서셉터(26)의 둘레 가장자리 영역상
에 배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웨이퍼 W의 주변 부분은 서셉터(26)의 상측 표면에 대해, 클램프 링(40)에 의해 위로
부터 프레스되어 웨이퍼 W가 고정적으로 되게 한다. 도면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클램프 링(40)은 서셉터(26)와 
동심원을 이루고 있으며, 3개의 링 암(42)의 상측 단부에 고정되어 있는 데, 이들 링 암(42)의 각각은 지지 부재(24)
의 수평 암 부분을 통해 수직 방향으로 완만하게 연장된다. 링 암(42)은 석영과 같은 열선 투과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링 암(42)의 하측 단부는 리프터 핀(28)에 결합된다. 따라서, 클램프 링(40)은 리프터 핀(28)의 수직 
이동에 따라 링 암(42)을 통해 수직 방향으로 이동된다. 압축 코일 스프링(44)은 지지 부재(24)의 수평 암 부분의 하
측 표면과 리프터 핀(28)의 수평 암 부분의 상측 표면 사이에 개재되어, 클램프 링(40)이 하측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서 웨이퍼 W가 확실하게 클램핑될 수 있게 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링 암(42)의 하측 부분은 이들 코일 스프링
(44)내로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리프터 핀(28) 및 지지 부재(24)도 석영과 같은 열선 투과성 재료로 형성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셉터(26)와 동심원을 이루는 환형 개구부는 처리 용기(18)의 하측 벽의 중심부내에 형성된다. 환형 개구부는 서셉
터(26) 바로 밑에 배치되고 석영과 같은 열선 투과성 재료로 제조된 투과창(transmitting window)(46)으로 기밀하
게(hermetically) 밀봉된다. 또한, 박스 형상의 가열 하우징(48)은 투과창(46)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처리 용기(18)
의 바닥 벽의 하측 표면에 탑재된다. 가열 수단, 예를 들면 다수의 가열 램프(50)(즉, 할로겐 램프)는 가열 하우징(48)
내에 탑재되어, 반사 미러로서도 동작하는 회전가능한 판(52)의 상측 표면에 가열 수단이 탑재된다. 회전가능한 판(5
2)은 가열 하우징(48)의 바닥 부분에 배치된 모터(54)의 회전 샤프트에 결합된다. 따라서, 회전가능한 판(52)은 도 
1에 도시된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모터(54)에 의해 회전된다. 회전가능한 판(52)은 서셉터(26)와 함께 동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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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가열 램프(50)로부터 방출된 열선은 투과창(46)을 통해 통과되어 서셉터(26)의 하측 
표면을 조사하여 가열시킨다. 따라서, 서셉터상에 배치된 웨이퍼 W는 열 전도에 의해 사전설정된 온도로 급속하게 가
열될 수 있다.
    

냉각 공기 유입구(56)와 냉각 공기 배출구(58)가 가열 하우징(48)의 측벽에 서로 마주 보며 형성된다. 냉각 공기는 
가열 하우징(48)과 투과창(46)의 내부 공간을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 공기 유입구(56)를 통해 가열 하우징(48)내로 
주입된다. 그후 가열 챔버내의 더워진 공기는 냉각 공기 배출구(58)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된다.

많은 유량 조절용 구멍(60)이 그곳을 관통하여 형성되는 링형상의 유량 조절용 판(62)은 서셉터(susceptor)(26)의 
외주 표면 둘레에 배치된다. 링형상의 유량 조절용 판(62)은 서셉터에 수평적이면서, 동심원적으로 배치되며, 처리 용
기(18)의 원주의 내부 표면 근처에 위치한다. 또한, 유량 조절용 판(62)은 원통 형상의 지지 칼럼(support column)
(64)의 상부 외주 표면과 처리 용기(18)의 내주 측벽 표면 사이에 유지된다. 지지 컬럼의 하부 단부는 처리 용기(18)
의 바닥벽에 고정된다. 지지 컬럼(64)의 상부 내주 표면은 내측 방향으로 튀어 나오는 계단 모양의 부분을 형성하도록 
계단 모양으로 형성된다. 이 계단 모양의 부분은 지지 컬럼의 전체 원주 영역에 걸쳐서 형성된다. 석영으로 제조된 링형
상의 부착 부재(66)의 외주 부분은 지지 컬럼의 계단 모양의 부분에 탑재된다. 지지 컬럼(64)과 동심원적으로 위치하
는 부착 부재(66)는, 서셉터(26)밑의 하부 챔버내로의 처리 가스의 흐름을 가능한 많이 억제하기 위해, 상부 챔버와 
하부 챔버내로 처리 용기(18)의 내부 공간을 분할하는 작용을 한다. 지지 컬럼(64)위에 위치한 상부 챔버에 냉각수 재
킷(도시하지 않음)을 탑재할 수 있다. 냉각수는 주로 유량 조절용 판(62) 측상의 자유 공간을 냉각하기 위해 재킷내에
서 순환한다. 복수의 배기구(68)는 유량 조절용 판(62) 아래에 위치한 처리 용기(18)의 바닥 벽의 부분을 통해 형성
된다. 이들 배기구(68)는 원주 방향으로 등거리적으로 배열된다. 배기로(70)는 배기구(68) 각각에 접속된 진공 펌프
(도시하지 않음)에 접속된다. 결과적으로, 처리 용기(18) 내부의 대기압은, 예를 들어, 100 Torr에서 10 -6 Torr까지
의 진공에서 용기(18)의 내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공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약 0.1 kg/cm 2 의 차동의 압력(differential pressure)에서 동작가능한 압력 릴리스 밸브(pressure rele
ase valve)(도시하지 않음)는 지지 컬럼(64)에 탑재될 수 있다. 서셉터(26) 밑의 가스실의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증
가하여 지지 컬럼과 처리 용기의 내부 원주면 사이에 형성된 자유 공간을 경유하여 배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가스를 
배출하고자 할 때, 압력 릴리스 밸브는 개방된다. 따라서, 불활성 가스가 처리 용기내로 역방향으로 흐름으로 인하여, 
가스실의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이 방지된다.

샤워 헤드부(72)는 서셉터(26)에 대면하는 처리 용기(18)의 천장 부분 영역에 제공된다. 성막용 가스(처리 가스)와 
세정 가스와 같은 가스들은, 샤워 헤드부(72)를 통해 처리실(20)내로 도입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샤워 헤드부(72)는, 
예를 들어,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고, 원통형 박스같은 형상의 헤드 본체(74)를 포함하고, 헤드 본체(74)의 천장의 중
앙 부분에 마련된 가스 유입구(76)를 포함한다.

가스 분출벽(78)은 헤드 본체(74)의 바닥 벽을 구성한다. 헤드 본체(74)로 공급하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많은 수의 
가스 분출 구멍(80)은, 가스 분출벽(78)의 전체 영역에 걸쳐 균일하게 배열되므로, 가스는 테이블(26)상에 지지된 웨
이퍼 W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방출된다. 가스 분출벽(78)은, 예를 들어, 316 mm의 지름을 갖는다. 반면에, 가스 분출 
구멍(80)은 약 1 mm의 지름을 갖는다. 이들 가스 분출 구멍(80)은 가스 분출벽의 230 mm의 지름을 갖는 중심 부분
에, 약 10 holes/cm 2 의 밀도로 형성된다. 가스 분출벽 및 가스 분출 구멍의 지름 및 가스 분출 구멍(80)의 밀도의 관
점에서, 이들 밸브는 통상적인 샤워 헤드부에서와 대체로 동일하다.

    
2개의 균일한 분산판, 즉, 상부와 하부 분산판(82, 86) 각각은, 헤드 본체(74)내에서 복수의 확산실을 형성하기 위해, 
헤드 본체(74)내에서 서로 사전결정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중첩한다. 이들 분산판의 존재로 인해, 본 발명의 장치가 현
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상단 분산판(82)에는, 극소수의 가스 분출 구멍, 예를 들어, 단 하나의 가스 유출 구멍(8
4)이나 또는 여러개의 가스 유출 구멍이 제공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상단 분산판(82)에는 약 1.5 mm의 지
름을 갖는 단 하나의 가스 유출 구멍(84)이 제공된다. 상단 분산판(82)을 통한 복수의 가스 유출 구멍을 형성함에 있
어, 모든 구멍에 대해 동일한 지름을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구멍중 몇개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름을 갖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앙부에 비교적 큰 가스 유출 구멍(84)을 1개 형성하고, 이 중앙부의 가스 유출 구멍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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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교적 작은 가스 유출 구멍(84)을 6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수의 매우 작은 분산 구멍(88)은 하부의 균일 분산판(86)을 통해 균일하게 형성된다. 분산 구멍(88)의 지름과 
이들 분산 구멍의 분포 밀도는, 성막용 가스가 반응 속도 제한 반응(reaction rate-limiting reaction)을 수행하기 위
해, 샤워 헤드부(72)로부터 공급되는 경우와, 성막용 가스가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되는 경우
의 각각에 있어서, 가스의 스트림이 처리실(20)의 전체 영역에 걸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결정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분산 구멍(88)이 과도하게 큰 지름을 가지면, 분산 구멍(88)의 분포 밀도를 적당하게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반응 속
도 제한 반응(reaction rate-limiting reaction)을 확실하게 수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응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
응을 원하던 바와 같이 조절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해, 분산 구멍(88)의 지름이 과도하게 작으면, 분산 구멍(88)의 분포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반응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응을 확실하게 수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응 속도 제한 반
응을 원하던 바와 같이 조절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반응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응과 반응 속도 제한 반응 각각
을 만족하게 수행하는 장치가 가능하도록, 분산 구멍(88)의 지름과 이들 분산 구멍(88)의 분포 밀도를 적당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도면에 도시한 실시예에서, 분산 구멍(88)의 지름(또는 내측 지름)은 기껏해야 약 0.7 mm일 것이다. 한편, 분산 구멍
(88)은 적어도 0.3 hole/cm 2 의 분포 밀도로 형성될 것이다. 분산 구멍(88)의 지름의 하한선은, 가스가 구멍(88)을 
통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가능한 한, 본 발명에서 특별하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산 구멍의 지름의 하한
선은, 구멍을 뚫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의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하부의 균일한 분산판(86)이 약 10 mm의 
두께를 갖는다면, 분산 구멍(88)의 지름에 있어 하한선은, 약 0.2 mm 일 것이다.

한편, 분산 구멍(88)의 분포 밀도에 있어 상한선은, 인접한 구멍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한, 본 발명에서 특별하게 한정
되지는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분산 구멍의 지름은 약 0.1 mm 내지 0.7mm 사이의 범위내에서 있을 것이다. 또한, 분
산 구멍의 분포 밀도는 0.3 hole/cm 2 내지 1.0 hole/cm 2 사이의 범위내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균일한 분산판(86)
이 약 30 cm의 지름을 갖는다면, 0.65 mm의 지름을 각각 갖는 약 190개의 분산 구멍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도 2는 이러한 구조의 균일한 분산판(86)을 부분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이러한 구조의 균일한 분산판은, 
성막용 가스가 반응 속도 제한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되는 경우와, 성막용 가스가 반응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되는 경우의 각각에 있어서, 반응실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균일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

1개의 가스 배관(90)의 한쪽 단부는, 샤워 헤드부(72)의 가스 유입구(76)에 접속되고 다른쪽 단부는, 여러개의 분기
한 배관(92)을 통해 여러개의 성막용 가스 소스와 세정용 가스 소스에 접속된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스 배관
(90)은, 캐리어 가스로서 사용되는 Ar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Ar 가스 소스(94)에, 성막용 가스로서 사용되는 SiH 4 가
스를 저장하기 위한 SiH4 소스(96)에, 성막용 가스로서 사용되는 SiH 2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SiH2 Cl2 소스(98)에, W
F6 소스(100)에, 도핑 가스로서 사용되는 PH 3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PH3 소스(102)에, 및 세정 가스로서 사용되는 C
lF3 을 저장하기 위한 ClF3 소스(104)에 연결된다. 유량 콘트롤러와 같은 유량 제어 밸브(106)와 통상적인 밸브(108)
는 분기한 배관들(92)의 각각에 직렬 접속한다. 도면에 도시한 실시예에서, 통상적인 밸브(108)는 가스 소스와 유량 
제어 밸브(106) 사이에 개재되지만, 이들 밸브(106, 108)의 위치를 역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처리실(20) 안으로, 또는, 밖으로 웨이퍼 W를 전송하기 위한 개구는, 처리 용기(18)의 하나의 측면을 통해 형성
된다. 특정한 개구가, 게이트 밸브 G를 경유하여 로드 락 챔버(load lock chamber)(110)와 연결된다. 로드 락 챔버(
110)의 내부 공간은 진공을 유지하며, 처리될 웨이퍼가 이 로드 락 챔버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앞서 설명한 구조의 장치는, 적층 박막 또는 다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방법을 실시하는데 사용한다. 상세
하게는,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에서 채택된 처리 단계를 도시한 플로우챠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1
개의 처리실내에서 복수의 상이한 종류의 막을 형성하기 위해, 테이블(26) 상에 웨이퍼 W를 배치하지 않고 수행하는 
전처리로서, 처리 가스와 캐리어 가스를 처리실 내로 도입하여, 웨이퍼 W 상에 형성된 막과 동일한 조성물의 막을, 예
를 들면 처리실의 안쪽면에 미리 프리코팅(pre-coating)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성막 후에는, 웨이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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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하에 실란계 가스로 표면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또한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인이 도핑된 폴리실
리콘층(10)과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이, 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 단계에서, 전처리는 웨이퍼 W가 처리실(20)안으로 로드되기 전에 수행한다(단계 S1). 이 전처리에 있어서는, 웨
이퍼상에 원하는 막을 형성하는 차후의 공정이나 후처리 공정에 있어서 처리실내로 도입될 가스들이 처리실내로 도입
되어, 처리 용기(18)의 안쪽 벽면과 내부 구조상에 프리코팅된 적층 막을 형성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프리
코팅막은, 웨이퍼상에 성막의 재현성을 개선하기 위해, 웨이퍼 W상에 원하는 적층 막을 형성하는 단계에서와 열 반사
율과 방사율이 동일하도록 처리 용기내의 조건을 만들려고 의도되었다.
    

이러한 전처리 단계에서는 우선, 처리실을 사전결정된 진공 레벨로 진공 상태로 만든다. 동시에, 처리 용기의 내부 온도
는 500℃ 내지 800℃로 상승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웨이퍼 W상에 인으로 도핑한 폴리실리콘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
용되는 것과 동일한 사전결정된 가스량은, 처리실(20)의 안쪽면상에, 또한 클램프 링(clamp ring)(40)과 유량 조절판
(62)과 같은 처리 용기(18)내의 내부 구조물의 표면상에, 인으로 도핑한 프리코팅한 폴리실리콘막을 형성하기 위해, 
처리 용기안으로 주입된다. 이 실시예에서, 사전결정된 Ar 가스(캐리어 가스), SiH 4 가스(반응체 가스) 및 PH 3 가스(
도펀트 가스)의 양은 앞서 언급한 프리코팅한 폴리실리콘막을 형성하기 위해 처리실(18)안으로 주입된다. 말하자면, 
PH3 가스는, 예를 들어, 열 반사율과 같은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도판트 가스로서 사용되어, 전처리 단계에서 PH 3 가
스 공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만든다.

프리코팅한 폴리실리콘막의 형성 후에, 처리 용기(18)내에 잔류하는 가스들은, 처리 용기로부터 진공 흡입에 의해 방
출된다. 그후, 웨이퍼 W 상에 텅스텐 실리사이드(WSiX)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사전결정된 가스량
은, 인으로 도핑한 프리코팅한 폴리실리콘막 상에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을 만들기 위해, 처리 용기내로 주입된다. 이 실
시예에서, 사전결정된 Ar 가스, WF 6 가스 및 SiH2 Cl2 가스의 양이, 사전에 형성한 프리코팅한 폴리실리콘막상에 앞서 
언급한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하기 위해 처리 용기(18)내로 주입된다. 다른 웨이퍼 W상에 이들 막을 형성하는 
재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핑한 폴리실리콘막과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의 각각에 프리코팅한 양이, 웨이퍼 W상에 
도핑한 폴리실리콘막과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을 실제로 형성하기 위한 양보다 다소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실시예에서, 실란계 가스는, 웨이퍼상에 형성된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의 표면 상에 실리콘이 증착할 수 있도록, 후처
리 단계에서 처리 용기(18)내로 주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란계 가스로서 사용된 사전결정된 SiH 4 가스의 양은, 프리
코팅한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의 표면 상에 실리콘이 소량 증착할 수 있도록, 캐리어 가스로서 사용되는 Ar 가스와 함께, 
처리실내로 전처리 단계에서 주입된다. 말하자면, 실란계 가스로서 SiH2 Cl2 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웨치퍼 W가 없는 상태에서 전처리를 수행한 후에, 웨이퍼는 처리실(20)에 적재된다(단계 S2). 더욱 상세하게는, 로드 
락 챔버(110)에 격납된 미처리된 반도체 웨이퍼 W는, 처리실(20)내로 게이트 밸브 G를 통해 전송된다. 동시에, 리프
터 핀(lifter pin)(28)은 그 리프터 핀(28)쪽으로 웨이퍼 W를 이송할 수 있도록 밀리게 된다. 그후, 웨이퍼 W는 서셉
터(26) 상에 배치되고, 이어서 푸시업 로드(push up rod)(32) 아래쪽으로 더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클램프 링(40)
은 웨이퍼 W의 주변부를 누룰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웨이퍼 W는 서셉터(26)에 고정된다.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 미
처리된 반도체 웨이퍼 W" 라는 것은, 사전에 다른 처리로(process furnace)에서 형성된, 도 9a에 도시한 게이트 산화
막(6)을 갖는 웨이퍼를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웨이퍼가 처리실내에 적재되었을 때에, 게이트 산화막(6)상에 폴리실리콘막을 실제적으로 형성하는 
단계(단계 S3)가 수행된다. 제 1 단계에서는, 인이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이 형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균일하게 열 에너
지를 방사시키기 위해 가열 하우징(48)내에 배치된 가열 램프(50)가 회전하고, 진공 흡입에 의해 처리실(20)이 진공
으로 된다. 따라서, 이렇게 방사된 열선은 투과창(46)을 통해 전달되고, 그후, 석영으로 만들어진 지지 부재(30)와 같
은 장치의 다른 부재를 통해 투과되어, 서셉터(26)의 뒷면을 조사(irradiate)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셉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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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얇아, 즉, 약 1 내지 5 mm이므로, 그 결과 테이블(26)은 빠르게 가열된다. 자연스럽게, 서셉터(26)위에 배치
된 웨이퍼 W도 사전결정된 온도로 빠르게 가열된다.
    

웨이퍼 W가, 예를 들어, 700℃의 처리 온도에서 가열되었을 경우, SiH 4 (실란) 가스와 PH3 (포스핀) 가스가 샤워 헤드
부(72)를 통해 처리실(20)내로 캐리어 가스인 Ar 가스와 함께 주입된다. 이들 실란(silane)과 포스핀(phosphine) 가
스는 각각 약 150 sccm과 약 400 sccm의 비율로 공급된다.

    
사전결정된 화학 반응은, 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퍼 W위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6)상에 1개의 전도성 형태의 
불순물로서 작용하는, 인(P)이 도핑된 폴리실리콘층(10)을 형성하기 위해, 처리실(20)내에 있어서 실란과 포스핀 가
스 사이에서 발생한다. 말하자면, As(비소), Sb(안티몬) 및 B(보론)과 같은, 인이 아닌 도판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 사전결정된 두께를 갖는 도핑된 폴리실리콘층(10)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성막 동작을, 예를 들어, 약 1
분동안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단계에서 처리 압력은 약 10 Torr이다.
    

도핑한 폴리실리콘층(10)을 형성한 후에,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이 다음과 같이, 폴리실리콘층(10)상에 형성된다. 제 1 
단계에서, PH3 가스와 SiH4 가스의 공급은 중단한다. 이러한 조건하에, Ar 가스가 처리실(20)을 통해 흐를 수 있어, 처
리실(20)내로부터 포스핀 가스를 퍼지(purge)할 수 있다. 동시에, 가열 램프(50)에 공급된 전력은 웨이퍼 W의 온도
를, 텅스텐 실리사이드의 처리 온도, 예를 들어, 약 600℃로 약간 낮추기 위해 제어된다. 아르곤 가스에 의한 퍼지는 수
분동안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에, 텅스텐 실리사이드의 처리 온도를 폴리실리콘의 처리 온도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처리 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SiH2 Cl2 가스와 WF6 가스의 반응 가스는, 폴리실리콘막 위에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을 형성
하기 위해 캐리어 가스인 Ar 가스와 함께 처리실(20)내로 공급된다. 이들 SiH 2 Cl2 가스와 WF6 가스의 유량은 각각 약 
200 sccm과 약 10 sccm 정도일 것이다. SiH 2 Cl2 가스를 대신하여 SiH4 가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캐
리어 가스로서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를 대신하여 N2 가스 또는 He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전결정된 화학 반응은, 도 9a에 도시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을 형성하기 위해, 처리실(20)내에 있어서 반응 가
스 사이에서 발생한다. 사전결정된 두께를 갖는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을 얻기 위해, 성막 반응은, 예를 들어, 약 2분동안 
수행된다. 이 단계에서의 처리 압력은 약 1 Torr이다.

    
폴리실리콘층 또는 인으로 도핑한 막(10)을 형성하기 위한 성막 반응은 반응 속도 제한 반응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
다. 한편, 텅스텐 실리사이드층 또는 막(12)을 형성하기 위한 성막 반응은 반응체 공급 속도 제한 반응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장치에서는, 샤워 헤드부(72)내에 배치되는 균일 분산판(86)을 통해 형성된 분산 구멍(88)의 지름과, 분산 구
멍(88)의 분포 밀도가 적절하게 설정되므로, 반응 속도 제한 반응과 반응체 공급 속도 제한 반응의 각각에 대해, 처리
실(20)의 전체 영역에 걸쳐 균일하게 처리실내로 반응 가스와 캐리어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들 폴리실리콘층(10)과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은 각각 전체 영역에 걸쳐 균일한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을 형성한 후에, 후처리는 서셉터(26)위에 배치되어 잔류하는 웨이퍼 w를 갖고 수행한다(단
계 S4). 제 1 단계에서, 처리 용기(18)의 내부 대기압은, 진공 흡입에 의해 진공 상태로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실
란계 가스, 예를 들어, SiH 4 가스가 짧은 시간, 예를 들어, 약 60초동안 처리실(20)내로 공급되며, 텅스텐 실리사이드
층(12)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온도를, 예를 들어, 600 내지 700℃로 실질적으로 유지하여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의 표면
상에 실리콘을 약간 증착한다. 실리콘 증착량은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상에 실리콘 박막을 형성하도록 제어하거나, 
또는 실리콘 플레이크(silicon flake)가 연속적인 실리콘막을 형성하지 않는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에 단지 약간 부착하
도록 제어된다. 증착된 실리콘은, 이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텅스텐 실리사이드층내의 응력을 완화하여 폴리실리콘층
(10)과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 사이의 결합 강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증착된 실리콘에 의해, 차후의 열처리 단
계에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으로 산소가 침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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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후처리의 완료후에는, 처리 용기(18) 내부에 잔류하는 가스를 아르곤 가스로 퍼지하는 동안에, 웨이퍼 전
송에 적당한 온도, 예를 들어, 약 300℃로 웨이퍼 온도를 낮추기 위해 가열 램프(50)를 끈다. 그후, 게이트 밸브 G는 
처리된 웨이퍼 W를 처리 용기(18) 밖으로 언로딩하기 위해 개방되고(단계 S5), 이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처
리된 웨이퍼를 처리실내로 적재한다(단계 S6에서 " 아니오" ). 이러한 경우에, 성막 단계 S3과 후처리 단계 S4는,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미처리된 웨이퍼에 대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 연속적인 처리 공정은, 예를 들어, 25개의 
웨이퍼로 구성된 1로트(lot)에 적용된다.
    

사전결정된 웨이퍼의 수, 예를 들어, 25개의 웨이퍼를 언로딩한 후에(단계 S6에서 " 예" ), 처리 용기는, 처리실의 내
부벽과 처리 용기(18)내의 내부 구조의 표면에 소량으로 잔류하는 막을 제거하기 위해, 세정 가스로 처리된다(단계 S
7). 더욱 상세하게는, 세정 가스로서 사용된 ClF 3 가스가, 처리 용기내로 주입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처리실에 대해 
수분동안 세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예를 들어, 약 200℃로 처리실을 가열한다. 결과적으로, 처리실의 내부벽에 붙어 
있던 원하지 않는 막이 제거되어, 앞서 언급한, 부착된 막을 벗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자(particle)의 생성과 같은 문
제점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세정 처리는 처리실 등의 내부벽에 부착된 막의 양(amount)의 관점에서 수행된
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일련의 처리가 1개의 웨이퍼에 실행될 때마다, 세정 처리가 실행된다. 간단히 말하면, 스루
풋(through-put)과 입자 발생량의 관점에서는, 일련의 처리를 실행하는 횟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불소를 포
함한 가스는 폴리실리콘과 텅스텐 실리사이드의 각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정 가스로서, 예를 들어, ClF3 계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세정 가스가 ClF3 가스
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세정 단계의 완료 후에는, 세정 처리후의 후처리가 수행된다(단계 S8). 이 단계에서는, 실란계 가스가 처리실내로 공급
되어, 세정 단계에 사용되는 할로겐 가스의 배출을 촉진하여 차후의 전처리 단계에 형성될 프리코팅막의 접착성을 개선
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세정 가스의 배출후에, 처리실내의 온도는, 예를 들어, 약 600℃로 상승한다. 이러한 조건하에, 사전
결정된 유량으로 SiH4 가스를 처리실내로 흐르도록 하면서 약 1 분 동안 열처리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처리실의 내
부벽과 내부 구조의 표면에 부착된 할로겐 가스는, 실란 가스에 의해 감소한다. 따라서, 할로겐 가스의 배출이 촉진된다. 
실란(SiH4 ) 가스를 대신해 SiH 2 Cl2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한번의 처리 사이클이, 앞서 설명한 단계 S1 내지 S8로 구성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은 동일한 처리실내에 인으로 도핑한 폴리실리콘층(10)의 형성 직후에, 텅스텐 실리
사이드층(12)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웨이퍼 W는 폴리실리콘막의 형성후에 처리실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다. 당연히, 폴리실리콘층(10)의 표면에 자연 산화막(native oxide film)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 따라서, 게이트 전극의 저항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전기적인 특성도 괄목할 만하게 개선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프리코팅한 적층 막은, 웨이퍼 W상에 폴리실리콘층(10)과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를 형성하기 전에, 
처리실의 내부벽과 내부 구조의 표면에 형성된다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들 프리코팅막은 웨이퍼 W상에 형성된 
층들(10, 12)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후처리에 사용하는 가스의 막은, 프리코
팅막에 포함된다. 따라서, 처리실은, 웨이퍼 W상에 형성한 층들(10, 12)의 높은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열적으로 안
정하다.
    

또한, 후처리는,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의 표면에 연속 또는 불연속적인 실리콘 박막이 증착되도록, 층들(10, 12)을 
형성한 후에 웨이퍼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내의 응력이 완화한다. 또한, 차후의 열처리 단
계에서 이 층(12)에 산소가 침범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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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단계에 형성된 프리코팅막은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 상세하게는, 도 4는 각 웨이퍼에 포함된 게이트 전극의 
시트 저항(sheet resistance)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각각이 25개의 웨이퍼로 구성된 제 1 및 제 2 로트(lo
t)내의 반도체 웨이퍼의 각각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실험에서, 프리코팅막들은, 각각의 
제 1 로트 및 제 2 로트 직전의 전처리에서 형성되었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트 저항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차는 약 5 Ω/□임을 알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웨이퍼간의 시트 저항의 편차는, 약 3%로서, 재현성이 매우 양호하
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후처리 단계는, 층(12)의 표면에 연속 또는 불연속적인 실리콘 박막을 증착하기 위해, 폴리실리콘층
(10)과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을 형성하는 단계 직후에 수행한다. 실리콘 증착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 되풀이해서 말하면, 도 5는 성막으로의 산소 확산의 정도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으로서, 텅스텐 실리
사이드층(12)의 상부면에, 실리콘이 부착하거나, 부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도 5의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산소량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게이트 전극의 상부면으로부터 웨이퍼쪽으로의 깊이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번 실험에
서, 산소 침범은 웨이퍼를 약 90℃로 가열함으로써 수행되었다.
    

도 5의 그래프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의 표면에 후처리에 의해 실리콘을 증착시킨 경우(점
선으로 도시)에는, 실선으로 도시된 비증착(non-deposition)시와 비교해, 텅스텐 실리사이드(WSi X)층에 있어서의 
산소량이 감소된다. 바꾸어 말하면, 산소 확산은 실리콘 증착에 의해 억제된다.

도 6은 텅스텐 실리사이드층내에 잔류하는 응력 완화의 관점에서 후처리 단계에 의해 나타나는 다른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한다. 도 6의 그래프에서, 세로좌표에는 응력이 도시되고, 가로좌표에는 처리실내로의 실란 가스의 공급 시간과 처
리실내로의 다이클로로실란(SiH2 Cl2 )의 공급 시간이 도시된다. 이러한 후처리 단계에서, 실란 가스의 유량은 SiH 4 /A
r = 500/400 sccm으로 설정하고, 다이클로로실란 가스의 유량은 SiH 2 Cl2 /Ar = 150/350 sccm으로 설정하고, 처리 
압력은 0.7 Torr로 설정하였다.

도 6의 그래프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막내의 응력은 후처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1.30×10 10 dyn/cm 2 (0초의 
후처리 시간) 정도로 높다. 그러나, 응력은 각 후처리에 있어서 실란 가스와 다이클로로실란 가스로 후처리하는 것에 
의해 충분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폴리실리콘층(10)과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 사이의 결합 강도는 후처리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실란 가스나 또는 다이클로로실란중의 하나를 후처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다른 후처리, 즉, 실란계 가스에 의한 처리는, 처리실의 내부벽과 처리 용기(18)의 내부 구조의 표면
에 부착된 할로겐 원소를 제거하기 위해, 세정 단계후에 수행된다. 도 7은 텅스텐 실리사이드(WSi X)막의 표면에 할로
겐 원소(염소)의 잔류량의 관점에서, 실란계 가스에 의한 이 제 2 후처리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이번 실험에서, 실란(SiH4 )은 실란계 가스로서 사용된다. 도 7에서, 곡선 A는 실란계 가스로 특정한 후처리를 수행하
지 않은 경우를 도시하고, 곡선 B는 세정 단계후의 상기 다른 후처리를 수행한 경우를 도시한다. 도 7로부터 명백한 바
와 같이, 실란 가스에 의한 후처리는 잔류하는 할로겐량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어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상에 있어서
의 할로겐 원소에 의해 주어지는 악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실란계 가스에 의한 특정한 후처리는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상세하게는,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처리에 있
어서, 처리실(20)의 내부벽과 처리 용기(18)의 내부 구조의 표면상에, 프리코팅막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도 8의 
그래프에서, 프리코팅막을 사전결정된 두께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세로좌표에 도시한다. 도 8의 그래프
에서, 막대 P와 Q는 실란 가스에 의한 후처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각각은 반응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
응과 반응 속도 제한 반응에 관한 것이다. 한편, 막대 R은 실란 가스에 의해 후처리를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도 8로
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실란 가스에 의한 후처리는, 반응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응과 반응 속도 제한 반응의 각각에 
있어서 사전결정된 두께의 프리코팅막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짧게 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처리 시간 전체를 단
축할 수 있다. 전처리에서의 실란 가스에 의한 퍼지로 인해, 막이 형성되지 않는 동안의 정온방치(incubation)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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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할 수 있어, 프리코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치에 포함된 샤워 헤드부(72)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특정한 구조는 표 1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연속적인 성막을 위해 효과적이다. 이번 실험에서, 상단 분산판(82)과 균일 분산판(82)의 각각에서의 
분산 구멍의 지름과 갯수는,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의 형성시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가면
서 시도했다.

약 316 mm의 지름을 갖는 이번 실험에 사용된 가스 분출벽(78)은, 가스 분출 구멍(80)의 지름과 구멍(80)의 분포 밀
도에 있어서, 통상적인 가스 분출벽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구멍(80)의 지름은 1 mm이고, 4397개의 구멍은 230 mm
의 지름을 갖는 원형 영역내에 배치된다(즉, 약 10 holes/cm 2 ). 또한, 분산판의 지름은 약 260 mm로 설정한다. 처리
실(20)의 전체 영역에 걸쳐 균일하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상단 분산판(82) 밑에 배치된 균일 분산판(86)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균일 분산판(86)의 구조는, 이번 실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켰
다.

표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교예 1 및 2에 있어서 상단 분산판에 형성한 구멍의 지름은, 각각 13 mm 및 3 mm로 상당
히 크다. 더욱이, 많은 수의 구멍, 즉, 8개의 구멍이 비교예 1 및 2의 각각에 있어서, 상단 분산판에 형성된다. 이들 경
우의 각각에 있어서, 반응체 공급 속도 제한 반응에 의해 형성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은, 웨이퍼의 에지 부분에만 형성
된다.

비교예 3에서는 균일 분산판(86)을 통해 형성된 구멍의 지름과 수를 비교예 1 및 2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그러나, 비
교예 3에서는, 상단 분산판(82)을 통해 형성된 구멍의 지름이, 약 1.5 mm로 작다. 또한, 오직 1개의 구멍만이 상단 분
산판(82)을 통해 형성된다.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은 비교예 3에서 중앙 부분을 포함한 웨이퍼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확
실하게 형성된다. 그러나, 중앙 부분에서의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은 에지 부분에서보다 더욱 얇은 것을 발견했다.

한편, 비교예 3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상단 분산판(82)이, 본 발명의 실시예 1 및 2의 각각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실시예 1에서, 균일 분산판(86)을 통해 형성된 구멍의 지름은, 0.65 mm로 설정된다. 또한, 188개의 구멍은 균일 분산
판(86)을 통해 형성된다(약 0.3 hole/cm 2 ). 또한 실시예 2에서, 균일 분산판(86)을 통해 형성된 구멍(88)의 지름은, 
0.5 mm로 설정된다. 또한, 722개의 구멍은 균일 분산판(86)을 통해 형성된다(약 1.4 hole/cm 2 ). 표 1에 도시한 바
와 같이, 웨이퍼 전체 영역에 걸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의 두께의 균일성은, 실시예 1 및 2의 각각에서 단지 약 2%인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본 발명에서 한정된 바와 같은 균일 분산판을 통해 형성된 분산 구멍(88)의 지름과 수를 적당하
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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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실시예에서, 반도체 웨이퍼는 처리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유리 기판과 LCD 기판과 같은 다른 
대상들의 처리를 위해, 본 발명의 기술적인 고안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 제 1 프리코팅막, 즉, 인으로 도핑한 폴리실리콘막을 형성하기 위한 전처리에 있어서, 처리실
내로 공급하는 제 1 가스 조성물은, 웨이퍼상에 제 1 층, 즉, 인으로 도핑한 폴리실리콘층(10)을 형성하기 위해 처리실
내로 공급하는 제 1 가스 조성물과 동일하다. 그러나, 웨이퍼상에 프리코팅막과 폴리실리콘층(10)을 형성하기 위해 동
일한 조성물의 가스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제 1 프리코팅막
을 형성하기 위해 PH3 가스의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처리에서 형성된 프리코팅막(폴리실리콘막)에
는 인이 도핑되지 않지만, 차후의 단계에서 웨이퍼 W상에 형성된 폴리실리콘층(10)에는 인이 도핑된다. 따라서, 엄밀
하게 말하면, 전처리에서 형성된 제 1 프리코팅막과 웨이퍼 W상에 형성된 폴리실리콘층(10)은 서로 정확하게 동일하
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프리코팅막과 폴리실리콘층이, 주로 동일한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실
제적으로 타당하다.

한편, 제 2 프리코팅막, 즉,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하기 위해 전처리에서 사용되는 제 2 가스 조성물은, 텅스텐 실
리사이드층(12)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 2 가스 조성물과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2 프리코팅막을 형성하
기 위해 SiH2 Cl2 가스를 사용하고, 웨이퍼상에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을 형성하기 위해 SiH 4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제 2 프리코팅막과 웨이퍼상에 형성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12)의 조성물이 서로 사실상 동일한 한, 
불순물의 존재 또는 부재, 및 종류의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작은 차이점은 수용가능하다.

상기한 실시예에서, 게이트 전극은 폴리실리콘층과 폴리실리콘상에 형성된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의 2층 구조이다. 그러
나, 게이트 전극의 구조는 상기에서 언급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론, 게이트 전극은 2층 구조의 게이트 전극 대신에 
3개 이상의 층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성막 방법과 장치는 두드러진 결과를 나타낸다. 재차 말하면, 본 발명의 방법은, 처리실내
에서 웨이퍼상에 복수의 막을 연속적으로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가스 조성물을 처리실 내로 긍급하여 처리실의 내
부면과 처리 용기의 내부 구조물의 표면에 복수의 프리코팅막을 형성하므로, 처리실의 내부면과 처리 용기의 내부 구조
의 표면상에서의 열 반사율, 열 방사율 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폴리실리콘층과 텅스텐 실
리사이드층으로 구성된 적층 구조는 높은 재현성을 가지면서 웨이퍼상에 연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웨이퍼상에 상기한 적층 구조를 형성하는 연속적인 성막 동작 후에, 실란계 가스가 처리 용기를 통해 유입되도록 
후처리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적층 구조의 상부층에 잔류하는 응력은 적층 구조의 상부층과 하부층 사이의 결합 강
도를 개선하기 위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후속의 열처리 단계에서 적층 구조의 상부층내로 산소 확산을 억제하는 데에 
특정한 후처리가 효과적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웨이퍼상에서 상기한 적층 구조를 형성하는 연속적인 성막 동작 이후에, 처리실은 할로겐 가스, 
예를 들어 플루오르를 함유하는 가스에 의해 퍼지되고, 이어서 실란계 가스가 처리실을 통해 흐르게 된다는 점이다. 따
라서, 처리 용기내에 잔류하는 할로겐 가스는 처리실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실란계 가스에 
의한 처리는, 새로운 웨이퍼상에서 막을 형성하기 위해 후속 동작에 있어서의 전처리 동안 프리코팅막의 형성을 촉진하
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또한, 본 발명의 성막 장치에서, 균일 분산판은 장치의 샤워 헤드부내에 배치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작은 지름을 갖는 
다수의 분산 구멍이 균일 분산판을 통해 높은 분산 밀도로 형성되어, 반응체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응 및 반응 속도 제
한 반응의 각각에 있어서의 막을 형성하기 위해 처리실의 전체 영역에 걸쳐 가스를 균일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는 점이다. 따라서, 다수의 다양한 종류의 막이 동일한 처리실내에서 연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웨이퍼 등의 전체 영
역에 걸쳐 형성된 막의 두께가 균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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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부가적인 장점 및 수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그 폭
넓은 관점에서 본 명세서에 도시되고 기술된 특정한 세부사항 및 대표적인 실시예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첨부되
는 청구 범위 및 그 동등어구에 의해 한정되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일반적인 개념의 정신이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
고 다양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성막의 재현성이 우수한 막을 형성하여, 성막내에 잔류하는 응력을 완화하고 또한 성막중에 산소가 
막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반응 속도 제한 형태의 반응 및 반응체 공급 속도 제한 형태의 반응의 
각각을 해결할 수 있는 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처리 용기의 처리실에, 제 1 계(系)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고, 또, 처리실을 가열하여 처리실에 노출된 처리 용기의 표
면에 제 1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고, 이어서 동 처리 용기의 처리실에, 제 2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여 상
기 제 1 조성의 막의 위에, 제 2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는 전처리 공정과,

전처리 공정에 이어서 피처리체를 처리실에 반입하여 배치시키는 반입 공정과,

처리실에, 제 1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고, 또 처리실을 가열하여 피처리체의 위에 상기 제 1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고, 이어서 처리실에, 제 2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위의 제 1 조성의 막의 위에, 제 
2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는 성막 공정과,

이 성막 공정에 이어서 실란계 가스를 처리실에 공급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위의 제 1 조성의 막의 위에 형성된 제 2 조
성의 막의 표면에 실리콘을 부착시키는 후처리 공정과,

상기 막이 형성된 피처리체를 처리 용기로부터 꺼내는 반출공정을 구비한 성막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 공정에서 공급하는 제 1 계의 성막용 가스와 상기 성막 공정에서 공급하는 제 1 계의 성막용 가스는 동일
하고, 또, 상기 전처리 공정에서 공급하는 제 2 계의 성막용 가스와 상기 성막 공정에서 공급하는 제 2 계의 성막용 가
스는 동일한 성막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막은, 불순물이 도핑된 다결정 실리콘층이고, 상기 제 2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막은, 텅
스텐 실리사이드층인 성막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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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출 공정에 이어서, 전처리 공정부터 반출공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다른 피처리체에 대하여 행하는 
부가 처리 공정과,

이 부가 처리 공정의 후에, 상기 피처리실에 할로겐계의 세정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열처리해서 세정 처리를 행하는 
세정 공정과,

이 클리닝 공정에 이어서 상기 처리실에 실란계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열처리를 행하는 클리닝 후처리 공정을 더 구
비하는 성막 방법.

청구항 5.

(a) 처리실에, 제 1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고, 또 처리실을 가열하여 처리실에 노출된 처리 용기의 표면에 제 1 조
성으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고, 이어서 처리실에, 제 2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제 1 조성의 막 위에, 제 
1 조성과는 상이한 제 2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는 전처리 공정과,

(b) 전처리 공정에 이어서 피처리체를 처리실에 반입하여 배치시키는 반입공정과,

(c) 처리실에, 제 1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고, 또 처리실을 가열하여 피처리체 위에 상기 제 1 조성으로 이루어지
는 막을 형성하고, 이어서 처리실에, 제 2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피처리체 위의 제 1 조성의 막 위에, 제 
2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는 성막 공정과,

(d) 처리실에 실란계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피처리체 위의 제 1 조성의 막 위에 형성된 제 2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막 
위에 실리콘을 부착시키는 공정과.

(e) 상기 제 1 조성의 막과 제 2 조성의 막이 형성된 피처리체를 처리 용기로부터 꺼내는 반출 공정과,

(f) 상기 처리실에서 상기 (a) 공정부터 (e) 공정까지의 처리를 복수의 피처리체에 대하여 처리하는 공정과,

(g) 상기 (e)의 처리 공정의 후에, 상기 처리실에 할로겐계 세정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가열하여 세정 처리를 행하는 
세정 공정과,

(h) 이 세정 공정에 이어서 상기 처리실에 실란계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가열을 행하는 세정 후처리 공정을 구비하는 
성막 방법.

청구항 6.

피처리체를 수용하는 처리실을 구비한 처리 용기와,

    
내부에 가스실이 규정된 샤워 헤드부로서, 이 샤워 헤드부는, 처리실에 피처리체와 대면하도록 노출되고, 가스실과 처
리실을 연통(連通)하는 다수의 가수 분출 구멍을 구비한 가스 분사벽과, 가스실에, 이것을 통해서 반응 속도 제한 반응
(a reaction rate-limiting reaction)을 위해 사용된 성막용 가스와 반응체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응(a reactant ga
s supply rate-limiting reaction)을 위해 사용된 성막용 가스가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가스 도입구를 가지는 샤워 헤
드부와,
    

상기 분사벽과 가스 도입구의 사이에, 분사벽 및 가스 도입구와 소정 간격을 가지면서 복수의 분산 구멍을 형성하며, 상
기 복수의 분산 구멍의 직경과 분포밀도는, 반응 속도 제한 반응을 위해 사용된 성막용 가스와 반응체 가스 공급 속도 
제한 반응을 위해 사용된 성막용 가스를 처리실내에 균일한 흐름이 가능하게 되도록 설정되는 균일 분산판을 구비하는 
성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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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 구멍의 직경은, 0.7mm 이하이고, 또한 상기 분산 구멍의 분포 밀도는, 0.3 개/cm 2 이상인 성막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 구멍의 직경은, 약 0.1 ~ 0.7mm이고, 또한 분포 밀도는 0.3 개/cm 2 ~ 1.0 개/cm2 인 성막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실 내에, 균일 분산판과 가스 도입구 사이에, 균일 분산판과 소정 간격을 가지며 대면하도록 설치된 하나 내지
는 수 개의 가스 유출 구멍을 가지는 상단 분산판을 더 구비하는 성막 장치.

청구항 10.

(a) 처리실에, 제 1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고, 또 처리실을 가열하여 처리실의 내면에 인이 도핑된 다결정 실리콘
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 1 프리 코팅막을 형성하고, 이어서 상기 처리실에, 제 2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제 1 프리 코팅막 위에, 텅스텐 실리사이드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 2 프리 코팅막을 형성하는 전처리에서 프
리 코팅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b) 피처리체를 상기 처리실에 반입하여 배치시키는 반입 공정과,

(c) 상기 처리실에, 제 1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고, 또 처리실을 가열하여 피처리체 위에 인이 도핑된 다결정 실리
콘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 1 층을 형성하고, 이어서 처리실에, 제 2 계의 성막용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제 1 층
의 위에, 텅스텐 실리사이드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 2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d) 실란계 가스를 처리실에 공급하여 상기 제 1 층의 위에 적층된 제 2 층의 위에 실리콘을 부착시키는 공정과,

(e) 제 1 층과 그 위에 형성된 제 2 층으로 이루어지는 라미네이트 구조를 각각이 가지는 복수의 피처리체를 얻도록, 
상기 공정 (a) 내지 (d)를 소정 회수 반복하는 공정과,

(f) 상기 공정 (e)의 후에, 상기 처리실에 할로겐계 세정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가열하여 처리실을 세정하는 공정과,

(g) 상기 처리실에 실란계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가열을 행하여 처리실에 잔존해 있는 할로겐 원소를 제거하는 공정
을 구비하는 성막 방법.

청구항 11.

(a) 처리실 내에 기판을 배치하는 공정과,

(b) 처리실 안에 실리콘을 포함하는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기판 위에 다결정 실리콘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 1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c) 상기 처리실 안에 텅스텐과 실리콘을 포함하는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제 1 층위에 텅스텐 실리사이드로 실질적으
로 이루어지는 제 2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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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처리실 안에 실리콘을 포함하는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제 2 층위에 직접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
는 성막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제 1 계의 성막용 가스는, Si를 포함하는 가스이고, 제 2 계의 성막용 가스는, W 및 Si를 포함하는 가스인 성막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제 1 계의 성막용 가스는 Ⅲ 내지는 Ⅴ족의 수소화물 가스를 포함하는 성막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화물 가스는, PH3 인 성막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Si를 포함하는 가스는, SiH 4 와 SiH2 Cl2 중 적어도 하나이고, 또, 상기 W를 포함하는 가스는 WF6 으로 이루어지
는 성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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