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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RGA-QMS(Residual Gas Analyzer - Quadrupole Mass Spectrometer)을  사용하여  폴리실리콘  
플라즈마  식각공정  및  식각공정 수행  후  인시튜(in-situ)로  식각챔버내를  세정하는  공정  레시피  
최적화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식각장치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챔버; 공정가스  공급수단; 폐가스를  펌핑수단에  의
해  제거하는  폐가스  배기수단; 식각챔버에  연결되어  식각챔버내의  가스를  차압을  이용하여  샘플
링하는  샘플링  매니폴드; 및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의  샘플링가스를  분석하는  가스분석기를  
구비하며,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  가스를  인라인으로  샘플링하여  식각공정  및  세정공정의  
공정레시피를  최적화한다.

따라서, 공정시간의  단축과  설비의  수명연장  및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플라즈마  식각챔버내의  잔류물(residue)  제거를  위한  세정공정의  과정을  개략적으
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주변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3은  도2의  인시튜  모니터링장치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4는  도2의  플라즈마  식각장치에서의  식각공정  평가  및  세정공정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5는  본  발명의  식각레시피1에  따른 스토리지  폴리  식각공정에  대한  주요  가스의  트렌드를  
RGA-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6은  도5의  주식각단계의  특정  스캔에서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도7은  본  발명의  식각레시피1에  따른 스토리지  폴리  식각공정에  대한  식각과정을  OE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8은  본  발명의  식각레시피2에  따른 스토리지  폴리  식각공정에  대한  주요  가스의  트렌드를  
RGA-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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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은  도8의  주식각단계의  특정  스캔에서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도10은  본  발명의  식각레시피2에  따른 스토리지  폴리  식각공정에  대한  식각과정을  OES로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식각챔버  인시튜  세정시  주요가스의  트렌드를  RGA-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12는  도11에  비하여  주식각시간을  연장한  식각챔버  인시튜  세정시  주요가스의  트렌드를  RGA-
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최적화된  식각챔버  인시튜  세정시  

주요가스의  트렌드를  RGA-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식각챔버              12 ; 얼라인부

14 ; 로드락챔버            16 ; 카세트출입부

20 ; 식각가스공급원        22 ; 가스공급부

24 ; 운반가스공급원        30 ; 배기용진공펌프

40 ; 스크러버              58 ; 분기부

50 ; 샘플링 매니폴드       52 ; 연결부

54 ; 샘플링관              56 ; 샘플링포트

60, 62, 64, 66 ; 에어밸브  68,70,72 ; 아이솔레이션밸브

74 ; 게이트밸브            76 ; CM 게이지

78 ; 압력조절용 배기관     80 ; 가스분석기

82 ; 이온게이지            84 ; 질량분석기

86 ; 터보펌프              88 ; 베이킹용 펌프

90 ; 샘플링용 펌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질량분석기를  내장한  RGA-QMS(Residual Gas Analyzer - Quadrupole Mass Spectrometer)을  
사용하여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질량분석기를  내장한  
RGA-QMS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식각챔버에서  수행되는  폴리실리콘  식각공정과  식각챔버  내의  세
정공정을  인시튜(In-situ)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상기  RGA-QMS를  사용하여  
식각챔버  내의  가스  반응메카니즘을  모니터링하여  세정공정을  최적화시킨  플라즈마  식각챔버내의  
잔류물  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소자  제조공정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조건이  형성된  공정챔버  내에서  수행되며, 특히  플라
즈마  식각,  플라즈마  CVD(PECVD)  공정에서는  많은  반응부산물이  생성되며,  이들은  사용되는  가
스나  포토레지스트  등과  반응하여  고분자물질(Polymer)를  생성하게  된다.  플라즈마  공정에서  발
생된  이러한  반응부산물들은  웨이퍼  표면이나  공정챔버의  내벽에도  부착되기  때문에  공정  파라
미터의  변동  및  파티클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이들은  반도체  제조공정  수행중  웨이퍼의  디
펙트요인이  되어  수율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디펙트요인의  감소를  위해  일정시간 동안  공정챔버의  반복된  피엠(Preventive  
Maintenance;PM)을  수행하게  되나  설비의  운휴시간은  반도체장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종래의  일반적인  공정챔버의  피엠과정을  도1에  도시하였다. 상기  피엠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반
도체  웨이퍼에  대한  특정의  공정을  수행한  후  시스템의  전력을  오프하여  시스템  가동중지를  
하고  시스템을  냉각시킨다. 공정챔버가  충분히  냉각되면  공정챔버  내의  부품들을  차례로  헤체  
제거하며,  이어서  제거된  각  부품들을  습식식각하여  플라즈마에  의한  반응부산물들을  세정시킨
다.  상기  습식식각은  공정챔버내의  폴리실리콘막이나  실리콘나이트라이드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
상  불화수소(HF)  계통의  화학약품을  사용한다. 이어서  제거된  부품들을  공정챔버  내에  조립한  
후,  진공펌프를  가동하여  공정챔버가  소정의  압력이  유지되도록  펌핑을  수행하며,  테스트할  웨
이퍼를  공정챔버  내로  로딩한  후  소정의  에이징(aging)을  수행한  후  파티클  측정을  하는  등
의  공정챔버  내에서  실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
는  공정 보증(Process  Recertification)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엠방법은  그  비용  및  노동력의  소모가  클  뿐만아니라  소요시간도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기  습식식각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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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신에  NF3,CF4 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식각을  하거나,  열적  스트레스에  의해  챔버내에  형성

된  막을  제거하는  열적쇼크기술(Thermal  Shock  Technology)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ClF3, BrF5 가

스를  사용하여  건식식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튜브들을  제거  및  조립하여야하기  때문에  그  처
리비용  및  노동력의  소모가  클  뿐만아니라  소요시간도  상당히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부  건식  식각가스를  사용하여  인시튜로  공정챔버  내를  세정하는  방법이  제기되기도  하
였지만  세정시  공정챔버  내의  가스의  정확한  반응메카니즘을  알  수가  없어서  세정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종래기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정가스  공급수단, 샘
플링  매니폴드  및  가스분석기를  구비하여  인시튜로  플라즈마  식각챔버  내를  정확하게  세정할  
수  있도록  한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본  발명의  플라즈마  식각장치에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폴리
실리콘  스토리지전극  형성을  위한  식각공정과   식각공정  수행  후  식각챔버를  인시튜로  세정하
는  세정공정을  인시튜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RGA-QMS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식각챔버에  잔류하는  잔류물을  제거하
는  최적화된  인시튜  세정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는, 플라
즈마를  이용한  식각공정이  수행되는  식각챔버; 상기  식각챔버에  공정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정
가스  공급수단; 상기  식각챔버로부터  공정수행  후의  폐가스를  펌핑수단에  의해  제거하는  폐가스  
배기수단;상기  식각챔버에  연결되어  식각챔버내의  가스를  차압을  이용하여  샘플링하는  샘플링  
매니폴드; 및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의  샘플링가스를  분석하는  가스분석기를  구비하여  이루
어진다.

상기  식각챔버는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반도체  커패시터의  스토리지  폴리실리콘  전극  형성을  위
한  식각공정이  이루어지는  식각챔버이며, 상기  공정가스  공급수단에  의해  SF6  및  Cl2  가스를  

포함하는  공정가스가  공급되며,  이외에도  첨가가스나  운반가스(carrier  gas)가  공급될  수  있다.

운반가스,  예를  들어  질소가스가  상기  식각챔버  및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에  더  공급될  수  
있으며,  상기   식각챔버   내에는   특정가스의   파장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e)가  더  설치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식각챔버는  식각대상물을  고진공하
에서  대기시켜  놓는  로드락챔버와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식각챔버와  로드락챔버에는  압력변화
의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Osilloscope)가  각기  더  설치될  수  있다.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에는  상기  식각챔버내의  압력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임계  오리피
스가  설치되어  있어  차압을  이용하여  샘플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샘
플링  매니폴드는  상기  식각챔버와의  연결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제 1 에어밸브,  제 2 에어밸브, 제 
1  아이솔레이션밸브,  제  2  아이솔레이션밸브,  제  3  아이솔레이션밸브   및   게이트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에는  퍼지용으로  운반가스가  공급되며,  상기  운반가스  공급라인은  
운반가스공급원으로부터  상기  제 1  및  제 2 에어밸브에  각기  연결되며  중간에  각기  제 3  및  
제 4 에어밸브를  구비하여  가스분석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의  제 1 아이솔레이션밸브와  제 2 아이솔레이션밸브  사이에는  CM(Capacitance  
Manometer)게이지  및  상기  식각챔버와  샘플링  매니폴드  사이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펌프
를  구비하는  압력조절용  배기라인을  더  설치할  수  있으며, 상기  폐가스  배기수단의  펌핑수단을  
경유한  폐가스를  세정하기  위한  스크러버가  더  설치되어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가스분석기는   질량분석기,  터보펌프  및   베이킹용  펌프를   내장한   RGA-QMS(Residual  Gas 
Analyzer - Quadrupole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한다.

본  발명의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은,  플
라즈마를  이용한  식각챔버, 상기  식각챔버에  공정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정가스  공급수단, 상기  
식각챔버로부터  공정수행  후의  폐가스를  펌핑수단에  의해  제거하는  폐가스  배기수단, 상기  식각
챔버에  연결되어  식각챔버내의  가스를  차압을  이용하여  샘플링하는  샘플링  매니폴드  및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의  샘플링가스를  분석하는  가스분석기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플라즈마  식각
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  상기  식각챔버내의  가스를  
샘플링을  시작하는  단계;상기  가스분석기의  최초  바탕값을  일정  수준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상
기  가스를  베이킹하면서  아웃개싱(outgassing)하는  단계; 상기  식각챔버내에  수용된  반도체  웨이
퍼에  대하여  폴리실리콘  스토리지  전극  형성을  위한  식각공정을  수행하면서  공정가스의  반응메
카니즘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상기  식각공정이  완료된  후  상기  웨이퍼를  언로딩한  후  상기  식
각챔버내의  폐가스를  배기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챔버에  세정가스를  인시튜로  공급하면서  식각
챔버  내의  세정가스의  반응메카니즘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폴리실리콘  식각공정의  식각가스는  Cl2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식각챔버 내에는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e)를  더  설치하여  상기  식각공정시  SiClx가스의  파장변화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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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할  수  있다.

상기  폴리실리콘  식각공정의  식각가스는  SF6 + Cl2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식각챔버 내에

는  OES를  더  설치하여  상기  식각공정시  SiFx가스의  파장변화를  더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세정가스는  Cl2 + SF6 가스를  사용하며, 상기  식각챔버 내에는  OES를  더  설치하여  상기  세

정공정시  SiFx가스의  파장변화를  더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상기  식각챔버는  식각대상물을  고진공하에서  대기시켜  놓는  로드락챔버와  결합되어  있으며,  상
기  식각챔버와  로드락챔버에는  압력변화의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
(Osilloscope)가  각기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식각공정이  수행된  웨이퍼의  언로딩공정을  상기  
식각챔버와  로드락챔버의  압력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
에  의하여  샘플링  동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와  가스분석기를  퍼지가스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퍼지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에  의하여  새로운  샘플링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는  항상  상기  가스
분석기  내의  가스를  베이킹하면서  아웃개싱(Outgassing)하여  바탕값을  일정  수준이하로  낮추어  
주는  것이  분석의  신뢰도  향상면에서  또한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상기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커패시터의  폴리실리콘  스토리지  전극  형성을  위
한  식각공정이  수행된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식각공정이  수행된  반도체  웨이퍼를  식각챔버로부터  언로딩하는  단계; 상기  식각챔버  내로  SF6 + 

Cl2 가스를  공급하여  식각챔버내의  식각  잔류물을  세정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챔버  내의  세정

된  잔류물을  펌핑하여  제거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웨이퍼를  언로딩한  후  식각챔버  내의  폐가스를  배기하는  단계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상기  식각챔버에는  식각챔버  내의  가스를  차압을  이용하여  샘플링할  수  있는  샘플링  매니폴드
가  설치되며,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  샘플링된  가스를  분석하는  RGA-QMS가  설치되어  상기  
식각잔류물  세정공정시  가스의  반응메카니즘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RGA-QMS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상기  세정공정의  식각  종말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기  식각챔버  내의  압력  및  온도조건을  변경하면서  상기  RGA-QMS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상기  세정공정의  식각  종말점을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식각챔버  내의  잔류물  제거를   위한  세정단계와  펌핑단계  사이에  에이징(aging) 단계를  
더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에이징단계에서는  식각챔버  내에  상기  SF6 가스의  공급을  중단하고  

Cl2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행하며, 식각챔버  내에  N2  가스를  더  공급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  및  가스분석기에  의하여  반도체  커패시터의  폴리실리
콘  스토리지전극  형성을  위한  플라즈마  식각공정이  수행될  동안  뿐만  아니라  인시튜로  식각챔
버  내의  세정공정을  실시할  때에도  그  가스의  반응메카니즘을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세정공정의  레시피도  최적화하여  공정의  단순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주변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며,  도3은  도2의  인시튜  모니터링장치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
면이다.

상기  식각장치는  플라즈마  건식식각장치로서,  중앙에  이송로봇(도시안됨)이  위치하는  로드락챔버
(14)를  중심으로  웨이퍼를  수용한  카세트를  로드락챔버(14)로  출입시킬  수  있는  카세트출입부
(16), 웨이퍼의  플랫존을  얼라인시키는  얼라인부(12)  및  식각공정이  수행되는  식각챔버(10)가  방
사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상기  식각챔버(10)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공정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식각챔버(10)에는  
식각가스가  식각가스공급원(20)으로부터  가스공급부(22)를  거쳐  식각챔버(10)로  공급되며,  운반가
스로서  예를들어  질소가스가  운반가스공급원(24)으로부터  역시  가스공급부(22)를  거쳐  식각가스와  
함께  식각챔버(10)  내로  공급된다. 한편,  식각공정수행  후의  폐가스는  배기용진공펌프(30)에  의
하여  배기관을  통하여 스크러버(40)를  거쳐  세정된  후  배기되어진다. 

한편,  식각챔버(10)  내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변화  메카니즘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식각챔버
(10)로부터  가스를  샘플링할  수  있는  샘플링  매니폴드(50)가  설치되며,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
(50)를  거친  샘플링가스는  가스분석기(80)를  통하여  인라인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으며,  지속적
인  샘플링과  가스분석을  위해  상기  가스분석기(80)의  후단에는  샘플링용 진공펌프(100)이  설치되
어  있으며,  상기  스크러버(40)에서  세정된  후  배기되어진다.  

한편,  상기  식각챔버(10)에는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y)가  더  설치될  수  있다.  OES
는  플라즈마  건식식각공정이나  CVD공정  등에서  사용  가스나  웨이퍼와의  반응생성물이  방사하는  
빛의  특정  파장의  인텐시티(Intensity)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빛의  색깔과  파장이  
가스의  종류와  식각되는  막질에  따라  다르므로  빛의  파장의  인텐시티를  측정하여  파장이  급격
하게  변하는  시점의  그래프를  통하여  식각하고져  하는  막질과  그  하부막질의  경계점에서  식각
의  종료점을  포착하여  식각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식각챔버(10)  내로  웨이퍼의  로딩/언로딩시  식각챔버(10)와  로드락챔버(14)  사이의  압력차
에  의하여  식각챔버(10)  내의  파티클  등이  로드락챔버(14)로  역류되어  다른  근접하는  식각챔버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기  로드락챔버(14)와  식각챔버(10)에는  각기  압력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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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오실로스코프를  이들  압력센서  단자에  연결하여  각  단계의  압력변화를  평가할  수도  
있다.  

상기  가스의  샘플링  및  분석라인을  도3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각챔버(10)의  외측
벽에  샘플링포트(56)를  설치하며,  상기  샘플링포트(56)에는  유연성있는  연결부(52)를  개재하여  
샘플링  매니폴드(50)를  연결한다.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50)의  샘플링관(54)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으며  직경이  3/8 인치의  관을  사용하며,  일렉트로폴리싱(electropolishing)처리가  된  것
을  사용한다. 상기  샘플링관(54)을  따라  순차적으로  제 1 에어밸브(62), 제 2 에어밸브(66), 제 1 
아이솔레이션밸브(68), 제 2 아이솔레이션밸브(70), 제 3 아이솔레이션밸브(72)  및  게이트밸브(74)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 1 및 제 2 아이솔레이션밸브(68)(70)에는  각기  100마이크론의  오리피스가  
형성되며,  제 3 아이솔레이션밸브(72)에는  250 마이크론의  오리피스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50)에는  샘플링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항상적으로  퍼지가스를  공급
할  수  있도록  도2에서  보여지듯이  운반가스공급원(24)으로부터  질소가스가  분기부(58)를  경유하
여  하나는  상기  제 1 에어밸브(62)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제 2 에어밸브(66)에  연결되어  있
다. 또한  상기  제 1 아이솔레이션밸브(68)와  제 2 아이솔레이션밸브(70)  사이에는  CM 게이지(76)가  
설치되며, 이  사이에서  샘플링관(54)은  분기되어  가스분석기(80)에  내장된  샘플링용 펌프(90)를  
경유하여  스크러버(40)에  연결된다.

한편, 상기  게이트밸브(74)가  형성된  샘플링관(54)의  후단에는  가스분석기(80)가  연결된다. 상기  
가스분석기는  상용화된  RGA-QMS(Residual Gas Analyzer - Quadrupole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였
으며,  이는  질량분석기(84)를  포함하며, 터보펌프(86)와  베이킹용 펌프(88)  및  샘플링용   펌프
(90)를  통과하여  상기  스크러버(40)에  배관연결된다. 상기  질량분석기(84)에는  이온게이지(82)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상기  가스분석기(80)로  사용된 RGA-QMS는  상용화  된  것으로서, 식각챔버(10)  내에  사용중
이거나  잔류중인  가스를  샘플링하여  70 eV의  전위차로  가속된  전자와  충돌시켜  이온화시킨  후  
사중극자  질량분석기(Quadrupole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직류와  교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전압의  크기에  따라  특정의  질량대  전하비(m/z)를  갖는  이온만을  통과하게  하여  질량 스펙트럼
을  얻게  된다.  이때  분열에  의해  얻어지는  이온들의  조성으로  가스상의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사용된  RGA-QMS는  이동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스퍼터링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아이에스(Open  Ion  Source ; OIS)와  달리  이온소오스가  차등  진공하에  
있는  시아이에스(Closed  Ion  Source ; CIS)로  되어  벌크 가스  뿐만아니라  공정가스의  분석이  가
능하다.

한편,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50)  내에는  임계  오리피스(100/250 마이크론)를  사용하여  식각챔버내
의  압력이하로  샘플링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하였다.

도4는  도2의  식각장치  내에서의  식각공정  및  인시튜  세정공정의  진행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내
는  도면이며,  먼저  RGA-QMS  적용평가를  수행한다. 즉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50)에  가스분석기
(80)을  연결하고  제 1 에어밸브(62)와  제 3 에어밸브(60)를  클로즈시키고  제 2 에어밸브(66)와  제 
4 에어밸브(64)를  오픈시켜  RGA-QMS(80)로  N2 가스를  상시  퍼지시킨다. 이어서  상기  제 4 에어밸브

(64)를  클로즈시키고  제 1 에어밸브(62)를  오픈시켜  상기  공정챔버(10)내의  가스를  샘플링을  시
작한다. 이때  CM 게이지(76)에  나타난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시  샘플링용펌프(90)를  가동하
여  식각챔버(10)와  샘플링관(54)  내의  압력을  조절한다.

이어서, RGA-QMS  베이킹  평가를  수행한다. 즉, RGA-QMS의  챔버(도시안됨)  내에  사중극자  질량분석
기를  설치한  후  바탕값(background)을  낮추기  위하여  베이킹(baking)을  실시한다. RGA-QMS는  분
석기기  자체의  오염에  민감한  설비이기  때문에  모든  평가시마다  그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평
가하여  수분, 산소  성분의  오염  수준을  평가하여  그  수준이  다소  높을  때에는  RGA-QMS  챔버  
자체는  250℃  수준으로  베이킹하고, 샘플링  매니폴드는  150 ℃ 수준으로  베이킹을  실시하여  오염
을  최소화하고  오염수준을  관리한다. 즉, 베이킹을  실시하여  각  분자성  불순물(H2O, H2, O2, Ar, 

CO2 등)에  대한  인텐시티로서  부분압의  크기(Amplitude, PPM)를  모니터링하고,  베이킹을  통하여  

불순물의  아웃개싱(outgasing)을  가속화시켜  RGA-QMS의  최초  바탕값을  수준을  평가한다. 

이어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특정  공정을  진행시키고  계속적으로  샘플링하여  공정진행  사항
을  평가한다. 즉, 예를  들어  DRAM 공정의  스토리지-폴리전극  형성을  위한  식각공정의  중요  단계
인  주식각(main  etch)과  과식각(over  etch)등에서  식각가스의  반응메카니즘을  인라인으로  모니터
링하여  평가한다.

이어서,  S-폴리  식각공정이  완료된  웨이퍼를  식각챔버로부터  언로딩한  후  세정가스를  식각챔버
내로  공급하면서  인시튜로  식각챔버내를  세정한다.  세정공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RGA-QMS로  식
각가스를  계속  샘플링하여  세정공정시  가스의  반응메카니즘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평가하며,  세
정공정  전후의  가스분석이나  파티클  등  불순물의  평가를  통하여  인시튜  세정공정의  효과를  파
악하며,  최종적으로  세정공정의  시간, 압력, 온도 등의  레시피를  최적화한다.  

본  발명에서  샘플링  매니폴드의  250 마이크론  임계  오리피스를  사용하여  비교적  낮은  압력(0 
내지  50 mtorr)인  식각공정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상기  RGA-QMS은  1  내지  200 amu  범위의  
스펙트럼을  6.7초  내에  스캔(scan)하였다.  매  분석마다  샘플링  전후  RGA-QMS  및  샘플링  튜브
의  바탕값  스펙트럼을  확인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스토리지  폴리실리콘  식각공정은  두  가지  식각레시피  하에서  
수행하였다.      

먼저,  식각레시피1은  스트리지  폴리실리콘  식각가스로서  Cl2 가스를  사용한  경우로서, 도5는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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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1에  따른 스토리지  폴리실리콘  식각공정에  대한  주요  가스의  인텐시티(amplitude, ppm)  트
렌드를  RGA-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며,  도6은  도5의  주식각단계의  233 스캔에서의  스펙트럼
을  나타내며,  도7은  식각레시피1에  따른  스토리지  폴리실리콘  식각공정에  대한  식각과정을  OES
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5  및  도6으로부터  에천트인  Cl2에  의해  폴리실리콘이  SiClx(SiCl
+
, SiCl3

+
)가스의  형태로  식각

됨을  알  수  있으며,  RGA-QMS상의  SiCl3
+
의  거동은  도7의  405 nm의  EPD(End  Point  Detection) 

스펙트럼의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식각레시피2는  스트리지  폴리실리콘  식각가스로서  SF6 + Cl2 가스를  사용한  경우로서, 

도8은   식각레시피2에   따른  스토리지   폴리실리콘   식각공정에   대한   주요   가스의   인텐시티
(amplitude, ppm)  트렌드를  RGA-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며,  도9는  도8의  주식각단계의  172 
스캔에서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도10은  식각레시피2에  따른  스토리지  폴리실리콘  식각공정에  
대한  식각과정을  OE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상기  식각레시피2에서는  폴리실리콘을  SF6 + Cl2 가스를  이용하여  주식각한  후  Cl2 가스를  이용하

여  과식각한다.  SF6 자체는  불활성가스이나  RF장에서는  리액티브  플루오라이드  이온을  형성하여  

Cl2 가스와  함께  폴리실리콘  식각에  사용될  수  있다. 

도5  및  도6의  분석결과로부터  SF6 와 Cl2 가스가  에천트로  작용하여  생성되는  주요  생성물은  

SiFx(SiF
+
, SiF2

+
, SiF3

+
)가스이며, SiClxFy(SiCl

+
, SiClF2

+
, SiCl2F2

+
, SiCl2F

+
, SiClF3

+
)가스의   형태로도   

식각됨을  알  수  있으며,  RGA-QMS상의  가스의  거동은  도10의  EPD(End  Point  Detection) 스펙트
럼의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도10에서 RF  파워온되는  3단계  이후  주식각이  이루어
지며,  RF 파워오프되는  4단계를  거쳐  안정화된  후  RF 파워온되는  5단계  후  과식각공정이  수행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식각챔버를  인시튜로  세정하는  공정은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에천트
로서  SF6 + Cl2 가스를  사용하는  식각단계,  Cl2 가스를  사용하는  에이징(aging)단계  및  폐가스에  

대한  펌핑단계로  이루어진다. 

도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식각챔버  인시튜  세정시  식각시간을  60초로  하여  주요가
스의  트렌드를  RGA-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며,  F 원자가  리액티브  에천트로  작용하여  식각

챔버  내의  폴리머를  SiFX의  형태로  식각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SOF
+
, SO2

+
, 등의  부산물도  

검출됨을  알  수  있다.

도11로부터  식각(세정)의  주  생성물인  SiF3
+
는  식각  시작  직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서서히  감

소하고  식각이  끝나자  사라져  엔드 포인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도12는  도11에  비하
여  식각시간을  120초로  연장한  식각챔버  인시튜  세정시  주요가스의  트렌드를  RGA-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12로부터  약 74초에서  식각이  완료됨을  알  수  있다.

도13은  상기  식각시간을  변경평가하여  최적화된  식각챔버  인시튜  세정시  

주요가스의  트렌드를  RGA-QM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SF6 + Cl2 가스를  이용하여  식각하는  

식각단계는  시간  100초, 압력 15 mt   및  RF파워  400W   하에서  수행하며,  에이징단계는  시간  
30초, 압력 20 mt, RF 파워 400W  하에서  Cl2 가스하에서  수행하며, 질소가스를  일부  공급해준다. RF 

파워를  오프시킨  후  펌핑단계를  300초간  수행하였다.

상기  본  발명의  인시튜  세정공정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파티클분석과  에이징시  실리콘  옥
사이드  웨이퍼  표면의  파티클을  서프스캔(SUFSCAN)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시튜  세정공정  
후에도  파티클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세정공정의  전후에서  식각챔버내의  Fe, Cr, Ni, Zn, Ti, S, Cl, F, NH4 등의  금속성/이온성  불

순물을  TXRF  (Total  X-ray  Reflection  Fluorescence)  /HPIC(High  Performance  Ion  Chromatography)로  
측정하여  세정공정의  효과를  판단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RGA-QMS를  이용하여  식각챔버를  인시튜  모니터링함으로써  식각공정과  
세정공정  중의  실제  가스상의  반응메카니즘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폴리실리콘  
식각시  리액티브  에천트, 반응생성물을  확인  규명하여  반응메카니즘과  엔드포인트를  정확하게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세정공정시  식각시간을  최적화하여  불필요한  세정시간을  감소시켰으며,  파티
클  발생을  억제하였으며,  설비의  가동율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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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공정이  수행되는  식각챔버;

상기  식각챔버에  공정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정가스  공급수단;

상기  식각챔버로부터  공정수행  후의  폐가스를  펌핑수단에  의해  제거하는  폐가스  배기수단;

상기  식각챔버에  연결되어  식각챔버내의  가스를  차압을  이용하여  샘플링하는  샘플링  매니폴드; 
및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의  샘플링가스를  분석하는  가스분석기;

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는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반도체  커패시터의  스토리지  폴리실리콘  전극  형성을  위
한  식각공정이  이루어지는  챔버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가스  공급수단에  의해  SF6  및  Cl2  가스를  포함하는  공정가스가  공급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운반가스가  상기  식각챔버  및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에  더  공급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  내에는  특정가스의  파장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e)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
각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는  식각대상물을  고진공하에서  대기시켜  놓는  로드락챔버와  결합되어  있으며,  상
기  식각챔버와  로드락챔버에는  압력변화의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
(Osilloscope)가  각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
마  식각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에는  상기  식각챔버내의  압력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임계  오리피
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는  상기  식각챔버와의  연결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제 1 에어밸브,  제 2 에어
밸브, 제 1 아이솔레이션밸브, 제 2 아이솔레이션밸브, 제 3 아이솔레이션밸브  및  게이트밸브가  설치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에는  퍼지용으로  운반가스가  공급되며,  상기  운반가스  공급라인은  운반가
스공급원으로부터  상기  제 1  및  제 2 에어밸브에  각기  연결되며  중간에  각기  제 3  및  제 4 에
어밸브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의  제 1 아이솔레이션밸브와  제 2 아이솔레이션밸브  사이에는  CM(Capacitance  
Manometer)게이지  및  상기  식각챔버와  샘플링  매니폴드  사이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펌프를  
구비하는  압력조절용  배기라인이  더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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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의  제 1 아이솔레이션밸브, 제 2 아이솔레이션밸브 및  제 3 아이솔레이션밸브의  
오리피스는  각기  100 마이크론, 100 마이크론  및 250 마이크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
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폐가스  배기수단의  펌핑수단을  경유한  폐가스를  세정하기  위한  스크러버가  더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가스분석기를  경유한  가스가  상기  스크러버를  경유하여  배출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분석기는   질량분석기,  터보펌프  및   베이킹용  펌프를   내장한   RGA-QMS(Residual  Gas 
Analyzer - Quadrupole Mass Spectrometer)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
마  식각장치.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는  일렉트로폴리싱(electropolishing) 처리된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배관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인시튜  모니터링가능한  플라즈마  식각장치. 

청구항 15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챔버, 상기  식각챔버에  공정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정가스  공급수단, 상
기  식각챔버로부터  공정수행  후의  폐가스를  펌핑수단에  의해  제거하는  폐가스  배기수단, 상기  
식각챔버에  연결되어  식각챔버내의  가스를  차압을  이용하여  샘플링하는  샘플링  매니폴드  및  상
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의  샘플링가스를  분석하는  가스분석기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  상기  식각챔버내의  가스를  샘플링을  시작하는  단계;

상기  가스분석기의  최초  바탕값을  일정  수준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상기  가스를  베이킹하면서  
아웃개싱(outgassing)하는  단계;

상기  식각챔버내에  수용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하여  폴리실리콘  스토리지  전극  형성을  위한  식
각공정을  수행하면서  공정가스의  반응메카니즘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상기  식각공정이  완료된  후  상기  웨이퍼를  언로딩한  후  상기  식각챔버내의  폐가스를  배기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챔버에  세정가스를  인시튜로  공급하면서  식각챔버  내의  세정가스의  반응메카니즘을  모
니터링하는  단계;

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실리콘  식각공정의  식각가스는  Cl2 가스이며, 상기  가스분석기는  질량분석기를  내장한  

RGA-QMS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 내에는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e)가  더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식각공
정시  SiClx가스의  파장변화를  더  모니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실리콘  식각공정의  식각가스는  SF6 + Cl2 가스이며, 상기  가스분석기는  질량분석기를  내

장한  RGA-QMS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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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 내에는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e)가  더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식각공
정시  SiFx가스의  파장변화를  더  모니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가스는  Cl2 + SF6 가스이며, 상기  가스분석기는  질량분석기를  내장한  RGA-QMS임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 내에는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e)가  더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세정공
정시  SiFx가스의  파장변화를  더  모니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는  식각대상물을  고진공하에서  대기시켜  놓는  로드락챔버와  결합되어  있으며,  상
기  식각챔버와  로드락챔버에는  압력변화의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
(Osilloscope)가  각기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식각공정이  수행된  웨이퍼의  언로딩공정을  상기  
식각챔버와  로드락챔버의  압력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
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23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에  의하여  샘플링  동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와  가
스분석기를  퍼지가스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퍼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
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24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에  의하여  새로운  샘플링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는  항상  상기  가스분석기  
내의  가스를  베이킹하면서  아웃개싱(Outgassing)하여  바탕값을  일정  수준이하로  낮추어  주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장치의  인시튜  모니터링방법.

청구항 25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커패시터의  폴리실리콘  스토리지  전극  형성을  위한  식각공정이  수행
된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식각공정이  수행된  반도체  웨이퍼를  식각챔버로부터  언로딩하는  단계;

상기  식각챔버  내로  SF6 + Cl2 가스를  공급하여  식각챔버내의  식각  잔류물을  세정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챔버  내의  세정된  잔류물을  펌핑하여  제거하는  단계;

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
정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를  언로딩한  후  식각챔버  내의  폐가스를  배기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에는  식각챔버  내의  가스를  차압을  이용하여  샘플링할  수  있는  샘플링  매니폴드
가  설치되며, 상기  샘플링  매니폴드로부터  샘플링된  가스를  분석하는  RGA-QMS가  설치되어  상기  
식각잔류물  세정공정  시  가스의  반응메카니즘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
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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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GA-QMS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상기  세정공정의  식각  종말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  내의  압력  및  온도조건을  변경하면서  상기  RGA-QMS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
여  상기  세정공정의  식각  종말점을  최적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

청구항 3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챔버  내의  잔류물  제거를   위한  세정단계와  펌핑단계  사이에  에이징(aging)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
법.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징단계에서는  식각챔버  내에  상기  SF6 가스의  공급을  중단하고  Cl2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징단계에서  식각챔버  내에  N2  가스를  더  공급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플라즈마  식각챔버의  잔류물제거를  위한  인시튜  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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