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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특히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비산화물 조성을 가진 구조(24), 특별히 구조가 산화물 에칭동안 자
른 면을 형성하기 쉬운 코너(26)를 가지는 경우의 구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산화물(18)을 에칭하는데 유용한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이다. 본 발명의 한 면은 네 개의, 수소가 비함유되고 저 F/C비율을 가진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C 4

F6 ), 옥타 플루오르화 펜타디엔(C5 F8 ), 헥사 플루오르화 시클로 부텐(c-C4 F6 ), 및 헥사 플르오르화 벤젠(C6 F6 )과 
같은 플루우로화 탄소 중의 하나를 사용한다. 적어도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은 끓는점이 10℃이하이고 가지고 있고 
시판되고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면은 10℃이하의 끓는점을 가지고 있고 시판되고 있는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C

3 HF5 ) 및 트리 프로핀(C3 HF3 )과 같은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를 사용한다. 플루오르화 탄소는 아르곤 또는 제논과 
같은 희귀 가스의 상당한 양과 함께, 플라즈마 소스 전력을 챔버에 유도적으로 결합하고 웨이퍼를 지지하는 지지대 전
극을 RF 바이어싱하는 반응기에서 고밀도 플라즈마로 여기된다. 바람직하게는, 두 개의 두 단계 에칭 프로세스의 하나
가 사용된다. 첫째로, 에칭이 종료되는 무렵 소스 및 바이어스 전력이 감소한다. 둘째로, 우수한 수직 프로파일을 제공
하도록 주 에칭 단계에서 플루오르화 탄소가 사용되고,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CH2 F2 )과 같이 더욱 강력하게 중합된 
플루오르화 탄소가 질화물 코너를 보호하도록 오버 에칭에 부가된다. 바람직하게는 큰 양의 아르곤으로도, 동일한 화학 
반응이 자기적으로 강화된 반응 이온 에칭기(MERIE)에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1998년 3월 27일에 출원된 미국 출원 번호 제 09/049,862호의 일부 계속 출원인, 1998년 11월 16일에 출
원된 미국 출원 번호 제 09/193,056의 일부 계속 출원이다. 또한 본 발명은 Hung 등에 의해 1999년 3월 25일에 동시 
출원된 미국 출원 번호 09/276,376과도 관련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실리콘 집적 회로 에칭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실리콘 질화물(silicon nitride) 및 다른 
비산화물 재료에 대하여 급격히 감소된 에칭 속도를 가능하게 하지만 여전히 상기 산화물에서 수직 프로파일을 형성하
는 프로세스에서 실리콘 산화물 및 관련 재료를 에칭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실리콘 집적 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한 칩 상의 디바이스 수의 끊임없는 증가와 이에 수반된 최소 배선 폭(minimum f
eature size)의 감소는 때때로 어려운 위상(topology) 위로 상이한 재료 층을 증착시키는 것과 그 층들 내의 구조물을 
더 에칭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조 공정시에 사용되는 무수한 제조 단계에 있어서 어려운 요구를 점점 더 제시하고 있다.

산화물 에칭은 가장 어려운 과제 몇가지를 제공해 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산화물은 비록 다소 비양론적 조성인 Si
Ox 등이 포함되지만 특히 이산화 실리콘과 같은 실리카에 대해 사용되는 총칭어이다. 상기 산화물에는 또한 보로포스포
실리케이트 글래스(borophosphosilicate glass:BPSG)를 포함하는 산화물 유리와 같은 밀접한 관련 재료가 포함된다. 
실리콘 옥시질화물(oxynitride)의 일부 유형은 질화물보다는 산화물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플루오르 또는 
탄소와 같은 도우펀트의 조그만 조각들이 실리카에 부가되어 그 유전 상수가 저하된다. 산화물들은 주로 전기 절연 층
으로 사용되는데 종종 집적 회로의 상이한 레벨 사이에서 사용된다. 유전성 항복(breakdowun)에 의해 설정되는 제한 
때문에, 산화물 층의 두께는 0.5내지 1㎛ 이하로 보다 더 감소될 수는 없다. 하지만 산화물 층을 관통하는 접촉 구멍 및 
관통 구멍(contact and via 구멍s)의 최소 구조물 크기는 0.5㎛ 이하로 요구되며, 계획된 목표는 더욱 감소되어져서, 
현재의 개발 목표는 0.18㎛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상기 산화물에서 에칭되는 구멍들은 더욱 이방적(anisotropic)이어
야 하고 구멍의 최소 너비에 대한 깊이로 정의되는 높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가져야 한다. 기저 실리콘(underlyin
g silicon)이 에칭 구멍의 깊이(산화물 두께)보다 실질적으로 작은 두께의 활성 도우핑 영역(active doped regions)
을 가지고 형성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제조 변수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저 활성 실리콘 영역을 에
칭하지 않고 실리콘 산화물을 완전히 에칭하도록, 정확하게 비선택적 산화물 에칭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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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이방성(anisotropy)은, 특히 플루오르화 탄소(fluorocarbon)와 같은 플루오르 함유 가스를 전기적으로 플라
즈마로 여기시키는 건식 플라즈마 에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플라즈마 상태는 수많은 재료에서 높은 이방
성 에칭을 가지도록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방성은, 산화물을 스퍼터링하는 충분히 높은 에너지로 플라즈마가 웨이
퍼를 향해 입자들을 방출시키는 순수 스퍼터링 모드에서, 플라즈마 반응기를 작동시킴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되는다. 
일반적으로 스퍼터링은 비선택적이고, 고에너지 스퍼터링은 또한 에칭된 접촉 구멍의 하부에 노출된 반도체 실리콘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이런 저런 문제들로부터, 화학적 효과에 더욱 의존적인 선택적 에칭 프로세스(selective etching process)가 개발되
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종종 반응tjd 이온 에칭(reactive ion etching, RIE)으로 기술된다. 충분히 높은 선택도(
degree of selectivity)는 각 레벨에 대한 정밀한 리쏘그래비(lithography)를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구조들의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향상된 구조의 예로서 자체-정렬 접촉(self-aligned contact, SAC)이 도 1의 단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두 
트랜지스터에 대한 SAC 구조가 실리콘 기판(2) 상에 형성되어 있다. 폴리실리콘 게이트 층(4), 텅스텐 실리사이드 배
리어 및 접착층(tungsten silicide barrier and glue layer, 6), 및 실리콘 질화물 캡 층(silicon nitride cap layer, 
8)이, 사이에 갭(gap, 12)을 가진 두 개의 밀접하게 이격된 게이트 구조물(10)로 증착되고 사진석판술로 형성된다. 웨
이퍼상에 갭(12)의 하부(bottom, 15) 및 게이트 구조(10)의 상부와 측부를 피복하고 실질적으로 형상이 일치하는 질
화 실리콘 층(layer of Si 3 N4 , 14)을 증착시키는데 화학 기상 증착을 사용한다. 실제로, 질화물(nitride)은 지시된 화
학양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x가 1과 1.5 사이의 값을 갖는 SiNx 조성을 가질 수 있다. 질화물은 전기적 절연체(el
ectrical insulator)로 작용한다. 각각의 게이트(10)들을 가진 두 트랜지스터의 공통 소스로 작용하는 자체-정렬 p형 
또는 n형 웰(16)을 형성하도록, 마스크로서 게이트 구조물(10)을 사용하여 도우펀트 이온들을 주입한다. 두 트랜지스
터의 드레인 구조물은 도시되지 않았다.

    
산화물 필드 층(oxide field layer, 18)은 이렇게 앞서 형성된 구조물 상에 증착되며, 포토레지스트 층(photoresist 
layer, 20)은 산화물 층(18)에 대하여 증착되는데 사진 방식으로 마스크로 형성된다. 뒤이은 산화물 에칭 단계는 산화
물 층(18)을 관통하는 접촉 구멍(22)을 에칭하고 구멍(22)의 밑에 있는 질화물 층(14)의 부분(24)에서 정지한다. 이
는 접촉 구멍이라고 불리우는데, 후속적으로 접촉 구멍(22)에 증착될 금속이 금속간 연결 층(metallic interconnect 
layer) 보다는 기저 실리콘과 접촉하기 때문이다. 에칭 후 스퍼터링은 갭(12)의 하부(15)에서 질화물 부분(24)를 제
거한다. 실리콘 질화물은 그런 다음에 접촉 구멍(22)에 채워지는 금속, 일반적으로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과 게이트 구
조물(10) 사이의 전기 절연체로 작용한다.
    

    
질화물이 절연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SAC 구조 및 프로세스는 접촉 구멍(22)이 게이트 구조(10) 사이의 갭(12)의 너
비보다 넓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향상된 소자에서는, 갭(12)은 매우 작으며 10㎚보다 작을 수 있는 반면 접촉 
구멍(22)의 너비는 매우 크다. 부가적으로, 게이트 구조물(10)과 접촉 구멍(22)의 사진석판 일치성(photolithograp
hic registry)은 정밀할 필요는 없다. 포토레지스트 층(20)의 마스크의 부정밀한 형성은 접촉 구멍(22)의 일 측면을 
갭(12)의 중앙 근처에 둘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수한 접촉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효과
를 가져오도록, SAC 산화물 에칭은 질화물에 매우 선택적이어야 한다. 즉, 이 프로세스는 질화물 에칭 속도보다 훨씬 
높은 산화물 에칭 속도를 가져야만 한다. 선택도 값은 질화물 에칭 속도에 대한 산화물 에칭 속도의 비율로서 계산된다. 
산화물 에칭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질화물 부분이 코너(26)이기 때문에, 갭(12)의 위와 옆의 질화물 층(14)의 코너(2
6)에서의 선택도(selectivity)가 중요하다. 더욱이, 그들은 코너(26)에서 깍아 자른 면(facet)을 생성하는 경향을 갖
는 빠른 에칭에 적합한 기하학적 구조(geometry)를 가지고 있다. 깍아 자른 면을 형성하는 것이 과도히 이 충분하다면 
그 때문에 게이트 구조(10)의 코너가 조기에 노출될 것이다.
    

    
더욱이, 울퉁불퉁한 웨이퍼에 증착된 산화물 층을 평탄화하는데 사용되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의 결과로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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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택도가 요구된다. 연마 평탄화(polishing planarization)는 파상의 기저 기판위의 산화물 층에 평탄한 상부 표면
을 생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변 두께(variable thickness)를 갖는 산화물 층을 생성한다. 이러한 가변 두께를 보상
하기 위해, 산화물 에칭 시간은 100% 정도까지, 가변 두께 산화물의 관통을 보장하는 설계 두께를 위한 에칭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높아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에칭 시간이 오버 에칭으로 불리우고, 이는 다른 프로세스 변동을 수용
한다. 그러나 얇은 산화물을 가진 영역의 경우, 질화물이 에칭 환경에 너무 오래동안 노출되게 된다.
    

궁극적으로, 게이트 구조(10) 중의 어느 하나와 접촉 구멍(22)에 채워진 금속과의 사이에서 질화물 층(14)을 통한 전
기 단선(electrical short)의 가능성이 요구되는 선택도에 반영된다. 에칭은 또한 예를 들면, 마스크(20)의 코너에 형
성되는 잘린 면(28)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하여 선택적인데, 포토레지스트 선택도의 요구는 포토레지스트 층(20)이 
질화물 층(14)보다 더욱 두꺼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엄격하지는 않다.

차후에, 가장 큰 노력을 요구하는 에칭 단계는 고밀도 플라즈마 에칭 반응기(high-desity plasma(HDP) etch react
ors)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계획될 것이다. 이와 같은 HDP 에칭 반응기는 플라즈마 시스(plasma sheath)를 제외
하고 플라즈마를 가로질러서 1011 ㎝-3 의 최소 평균 이온 밀도를 가진 고밀도 플라즈마를 달성한다. 비록 전자 사이클
로트론 공명(electron cyclotron resonace) 및 원격 플라즈마 소스와 같은 몇가지 기술이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해 유용하지만, 상업적으로 가장 효과있는 방법은 RF 에너지를 소스 영역에 유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
도 코일은 원통형으로 챔버의 측부 주변을 감싸거나 또는 챔버의 상부 위의 편평한 코일이거나, 또는 어떤 중간형 또는 
조합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IPS 반응기

    
유도 결합된 플라즈마 에칭 반응기의 예는 Applid Materials 로부터 입수가능한 유도 플라즈마 소스(Inductive Plas
ma Source, IPS) 에칭 반응기로서, 이는 Collins등에 의해 1996년 10월 21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번호 제 08/7
33,544호와 유럽 특허 출원 번호 EP-840,365-A2에 기술된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싱될 웨이퍼(
30)가 제 1 RF 전력 공급기(34)로부터 RF 전력을 공급받는 음극 지지대(cathode pedestal, 32) 상에 지지된다. 실
리콘 링(36)은 지지대(32)를 둘러싸고 있고 일련의 가열 램프(38)에 의해 제어 가능하게 가열된다. 접지된 실리콘 벽
(40)은 플라즈마 프로세싱 영역을 둘러싸고 있다. 실리콘 지붕(42)은 플라즈마 프로세싱 영역을 덮고 있고, 램프(44)
와 수냉 채널(water cooling channels, 46)은 그 온도를 제어한다. 진공 프로세싱 챔버의 체적은 약 23 리터이다. 온
도가 제어된 실리콘 링(silicon ring, 36)과 실리콘 지붕(42)은 플루오르화 탄소로부터 플루오르를 제거하는 데 사용
될 수도 있다. 일부 응응예의 경우, 플루오르 제거는 비정질 탄소 또는 흑연질 탄소와 같은 고체 탄소체(solid carbon 
body) 또는 탄화 실리콘과 같은 비산화물 실리콘 또는 탄소에 기초한 재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프로세싱 가스는, 자기 또는 반도체 메모리에 프로세스 방법을 저장한 시스템 제어기(system controller, 52)의 제어
하에 있는 일련의 질량 유량 제어기(50)를 거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하부 가스 공급장치(48, gas feeds)로부터 공급
된다. 가스는 각각의 가스 소스(54, 56, 58)로부터 공급된다. 전형적인 산화물 에칭 방법은 플루오르화 탄소(fluoroc
arbon) 또는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hydrofluorocarbon) 및 아르곤(argon)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다. 옥타 플루오르
화 시클로부탄(C4 F8 ) 및 트리 플루오르화 메탄(CHF3 )은 일반적인 플루오르화 탄소이지만, 다른 플루오르화 탄소 및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와 그리고 조합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러한 다른 에칭 가스들은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를 이룬다.

챔버의 하부 주변의 펌핑 채널(60)에 연결된 도시되지 않은 진공 펌핑 시스템은, 제어기(52)에 의해 세팅된 것처럼, 
기설정된 압력으로 챔버를 유지한다.

제어기(52)는 에칭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반응기 요소를 제어하고 에칭 프로세스를 결정한다.

    
사용된 구조에서, 실리콘 지붕(42)은 접지되어 있지만 그 반도체 고유 저항 및 두께는, 각각의 RF 전력 공급기(66, 6
8)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은 내부 유도 코일 스택(62)과 외부 유도 코일 스택(64)에 의해 생성된, 일반적으로 축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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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자기 필드를 통과시키도록 선택된다. 단일의 RF 전력 공급기(RF power supply) 및 RF 전력 분리기(RF power 
splitter)로 대체될 수도 있다. 후술된 실험에 사용된 IPS 반응기에서, 세 개의 RF 전력 공급기의 주파수는 모두 상이
하고 낮은 메가헤르츠 영역에 있다.
    

    
광학 방사 분광학(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은 플라즈마 에칭에서의 종점 검출(end-point detection)
을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관시 프로세스이다. 광섬유(optical fiber, 70)는 웨이퍼(30) 위의 플라즈마 영역(74)을 
횡방향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챔버 벽(40)을 관통하는 구멍(72)에 배치된다. 광학 검출 시스템(76)은 광섬유(70)의 
다른 쪽 끝에 연결되어 있고, 플라즈마내의 알루미늄, 구리 또는 기타 다른 종(species)들과 관련된 플라즈마 방출 스
펙트럼에 동조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광학 필터 및 프로세싱 회로를 포함한다. 가공되지 않은 검출 신호 또는 트리거 
신호가 전기적으로 제어기(52)에 공급되고, 제어기(52)는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신호가 감소할 때 에칭 
프로세스의 한 단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결정하도록 상기 신호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과 함께, 제어기(52)
는 소스 전력 공급기(source power supplies, 66, 68)에 일차적으로 설정된 전력 수준에 따라 에칭 단계를 종료시키
거나 프로세스 방법을 조정할 수도 있다.
    

IPS 챔버는 작동시에 매우 유연성이 높다. 이는 고 밀도 또는 저 밀도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다. 실리콘 표면 및 웨이
퍼의 온도가 조절될 수 있다. 바이어스 전력 공급기(34)에 의해 음극(32)에 인가되는 바이어스 전력은 코일(62, 64)
에 인가되는 소스 전력과는 독립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HDP 에칭 반응기를 사용할 때, 산화물 에칭의 선택도는 비 산화물 부분위에 중합체 층(polymer layer)을 형성하
는 플루오르화 탄소 에칭 가스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로써 비산화물 부분들이 에칭되는 것을 방지하는 반면, 산화
물 부분들은 에칭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산화물 측벽상에 형성되는 중합체는 또한 수직 에칭 프로파일을 증진
한다. 도 2의 반응기에서 온도가 제어된 실리콘 링(36) 및 지붕(42)은 중합체의 플루오르 함량을 제어하고, 그리하여 
중합체가 비산화물을 덮고 있는 경우 플루오르화 탄소 플라즈마에 의한 에칭에 대한 유효도(effectiveness)를 제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고 선택도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두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만약 
에칭되는 접촉 구멍 내의 산화물 또는 질화물 표면에 중합체가 과도하게 증착된다면, 구멍은 메워질 수 있고, 구멍을 완
전히 에칭하기도 전에 에칭이 정지된다. 이러한 좋지 않은 상태는 에칭 정지라고 지칭된다.
    

    
더욱이, 중합체 형성이 프로세싱 조건에 임계적으로 의존하도록 화학적 성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 세트의 프로세
싱 파라미터에 의해 프로세싱 조건이 생성되도록 하면서 고 선택도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조건에 
있어서 매우 작은 변동도 일면에서는 선택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에 충분할 수도 있으며, 다른 면에서는 에칭 정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변동은 적어도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할 수 있다. 웨이퍼 중앙에서의 조건들은 중심에서의 조
건부터 변동할 수도 있다. 게다가, 챔버가 예열됨에 따라 분 단위로 시간에 따라 조건들이 변동할 수 있으며, 장치가 노
후하거나 챔버 부품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날짜 단위로 시간에 따라 조건들이 변동할 수도 있다. 하드웨어가 ±5 또는 
6%에 불과하게 제어될 수도 있고, 3 내지 6의 안전 여유(safety margin)가 요구된다. 질량 유량 제어기(mass flow 
controller, 46)는 가스 유동의 ±1 sccm(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보다 작게 제어하기 어려워서, 단
지 소수의 sccm을 가진 임의의 조성 가스의 가스 유동은 큰 퍼센트의 변동을 받기 쉽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업적으로 생존 가능한 에칭 프로세스는 넓은 프로세스 윈도우(window)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
킨다. 즉, 가스 구성(composition) 및 챔버 압력과 같은 파라미터의 적절한 변동은 결과적인 에칭에서 단지 최소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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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플루오르화 탄소로 지칭되는 고차(higher-order)의 수소-비함유 플루오르화 탄소(hydrogen-free flu
orocarbon) 및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fluorocarbon)에 의존하는, 수개의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가 제안되어졌다. 고차
(high-order)의 플루오르화 탄소의 예는 플로오르화 에탄, 플르오르화 프로판, 및 플루오르화 부탄 등이 있으며, 후자 
2가지는 선형이거나 고리 모양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Marks 등의 미국 특허 제 5,423,945호에서는 열적으로 제어된 
실리콘 표면을 가진 HDP 에칭 반응기에서 C2 F6 를 사용하여 질화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산화물을 에칭하는 것이 기
술되어 있다. 도 2의 IPS 챔버 및 다른 형태의 플라즈마 반응기로 행하는 후 프로세스 작업은 C 4 F8 을 주 에천트 종(p
rinciple etchant species)로 강조하였다. Araki 등의 미국 특허 제 5,770,098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요구된 선택도
를 달성하도록 아르곤(Ar) 및 일산화 탄소(CO)가 종종 추가된다. Wang 등은 1997년 11월 5일 및 1998년 3월 27일
에 각각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8/964,504호 및 제 09/049862호에서, 예를 들어 C 3 F6 , C3 H2 F6 인 플루오르화 
프로판 및 플루오르화 프로필렌의 사용을 기술하고 있다. 플루오르화 탄소의 두 예는, C 4 F8 처럼, F/C 비율이 2이고, 
미국 특허 제 5,338,339호의 Yanagida를 포함한, 연구자들은 이 수치가 최선의 페시베이팅(passivating) 중합체를 
생성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에칭 프로파일이 C3 H2 F6 로 제어될 수 없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미 널리 유용하고 있는 테트라 플루오르화 탄소(CF4 ), 트리 플루오르화 메탄(CHF3 ), 다이 플루오
르화 메탄(CH2 F2 ) 및 모노 플루오르화 에탄(CH3 F)을 포함하는 플루오르화 메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UN
G 등은 1997년 10월 23일에 출원한 미국 특허 출원 제 08/956,641호에서 CHF 3 및 CH2 F2 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
고 있다. 이 마지막 조합은 부족한 중합체를 형성을 나타내는 불충분한 선택이라는 것을 관찰했다.

비록 옥타플루오르화 시클로 부탄(C4 F8 )은 가장 일반적인 산화물 에칭 가스이지만, 너무 협소한 프로세스 윈도우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관찰하였다. 게다가, 비록 C4 F8 이 에칭 구멍의 하부에서 선택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요구되는 수직 프로파일에 대하여 요청되는 측벽 페시베이션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C4 F8 은 4℃ 내지 6℃의 
끓는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음극이 매우 찬 상태에서 작동하는 경향의 관점에서, 가스 에천트로 사용되기에는 
다소 높다고 여겨지는 온도이다. 종종 일반적인 질화물 선택도를 증가시키고 측벽 페시베이션을 증가시키도록 C4 F8 에 
일산화 탄소(CO)가 첨가된다. 하지만, CO는 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 실린더와 공급 선로에서 니켈 및 철과 함께 
카르보닐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카르보닐기(carbonyls)는 웨이퍼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CO의 사용이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루오르화 메탄 및 헥사 플루오르화 프로판(C3 H2 F6 )을 택일적으로 사용하는 두가지 접근법은 모두 보다 넓은 프로
세스 윈도우에 만족스러운 에칭 특성을 제공하지만, 프로세스 윈도우가 너무 협소하고 에칭 특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
다고 여전히 믿어진다.

또한 헥사 플루오르화 프로필렌(C3 F6 )은 앞서 언급된 특허에서 Wang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는앞서 언급한 특허에
서 Yanagida에 의해 요청된 F/C 비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충분하지 않은 선택도를 나타낸다. Yanagida는 
또한 헥사 플루오르화 시클로부텐(c-C4 F6 )의 사용이 우수한 이방성과 저항 및 각각 4 및 12의 실리콘 선택도를 생성
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성질체는 매우 유독하다.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에칭 가스는 테트라 플루오르화 에틸렌(C2 F4 )이다. 하지만 위험할 정도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Fukuta는 일본 출원 공개 공보(Kokai) 제 9-191002호에서 헥사 플루오르 1,3 부타디엔(hexafluoro-1,3-butadi
ene:C4 F6 )을 사용하는 산화물 에칭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적으로 증강되고 용량적으로 결합된 
에칭 챔버를 사용한다. 그가 제안한 구조는 단지 접촉 구멍의 하부에서 선택도를 요구하고, 그는 SAC처럼 향상된 프로
세스에서의 접촉 구멍에 대하여 요구되는 고 선택도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용량적으로 결합된(capacitively coupl
ed) 반응기는 소스 및 바이어스 전력의 분리(decoupling)를 허용하지 않는다. U.S 특허 제 5,366,590호에서 Kadom
ura는, 고밀도 플라즈마 반응기내에서 1에 근접하는 C/F 비율을 가진 수소-비함유(hydrogen-free) 플루오르화 탄소
를 사용하는 SAC 에칭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선호하는 화학 제품으로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 헥사 플루
오르화 시클로 부텐, 및 헥사 플루오르화 벤젠(C6 F6 )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가 제시하는 모든 예들은, 아르곤 운송 가
스(argon carrier gas) 사용을 배제하며, 바이어스 전력은 상대적으로 별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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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에칭을 위해 플루오르화 탄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추가적 고려사항이 있다. 만약 고차(higher-order)의 
플루오르화 탄소를 선택한다면, 반도체 등급이 발전되어질 필요가 있을 경우조차도, 현재 유용한 상업적인 공급이 상당
히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수많은 고차(higher-order)의 플루오르화 탄소는 실온 근처에서 액체이다. 운송 가스내
에 액체를 분무화하도록 버블러(bubbler)를 사용함으로써 액체 선구체(precursor)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버블러는 또다른 비용을 가져오고, 잦은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며, 액체 선구체(liquid precursor)의 유효 유
량을 확실히 제어하기는 어렵다. 기체 상태의 선구체가 더욱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플루오르화 탄소 및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 에칭 가스가 요구된다. 프로세스 조건은, 넓은 프로
세스 윈도우를 가지고 고 선택도를 생성하는 이들 다른 에칭 가스에 대하여 얻어질 필요가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한 관점은,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C4 F6 ) 및 그 이성질체와 같은 불포화된 고차(higher-order)의 플루
오르화 탄소를 사용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화학적 불활성 희석화 가스는 예를 들면, 아르곤(Ar) 등의 
희 가스(noble gas)와 같은 것들이 있다. 많은 양의 희석화 가스가 사용되는 경우, 압력이 약 20 mili Torr이하로 유
지되는 경우, 그리고 바이어스 전력이 거의 소스 전력과 동일한 경우에, 넓은 프로세스 윈도우가 달성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은,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C3 HF5 ), 트리 플루오르화 프로핀(C3 HF6 ) 및 옥타 플루오르화 
펜타디엔(C5 F8 )과 같이 관련된 플루오르화 탄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유도 결합된 반응기와 같이 고밀도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반응기, 또는 용량적으로 결합된 반응기와 같이 저밀
도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에칭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다.

질화물, 특히 질화물 잘린 면(facet)에 대한 고 선택도는 수 개의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 플라즈마로부터 플루오르
를 소거하여 중합체의 질을 향상하도록, 실리콘에 기초한 고체 재료를 약 225℃로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칭이 
에칭되는 구멍의 하부에 도달함에 따라 전력 수준은 감소될 수도 있다.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fluoromethane)
과 같은, 바람직하기로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CH2 F2 )과 같이 더욱 무거운 중합체 가스가 부과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
게는 또한 더욱 무거운 중합체 가스가 단지 구멍 에칭이 끝날 무렵에 부가된다.

본 발명은 헥사 플루오르화 시클로 부텐(c-C4 F6 ) 및 헥사 플루오르화 벤젠(C6 F6 )로 확장될 수도 있고, 약 2보다 작
은 F/C 비율을 가진 다른 수소-비함유 플루오르화 탄소로 확장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자체-정렬 접촉(Self-aligned contact : SAC) 구조의 단면도이다.

도 2는 유도 결합된 고밀도 플라즈마 에칭 반응기의 일부 단면 개략도이다.

도 3은 다수의 플루오르화 탄소 및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 에칭 가스의 플루오르 대 탄소의 비를 비교하는 도표이다.

도 4는 플라즈마내의 플루오르 라디칼에 대한 탄소 비의 종속성을 플루오르화 탄소의 F:C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도
표이다.

도 5는 도 3의 다수개의 에칭 가스에 대한 산화물 대 질화물 선택비를 F/C 비율의 함수로 나타내는 도표이다.

도 6 내지 8은 본 발명의 세 가지 에칭 가스의 화학 구조를 나타낸다.

도 9는 전력 및 압력이 변화하는 두 단계 에칭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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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옥타 플루오르화 시클로 부탄에 비교하여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에 대한 아르곤 유동의 함수로써 질화물 
선택도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집적된 에칭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 12는 용량적으로 결합된 에칭 반응기의 부분 단면의 개략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특히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탄소를 지니고 1 또는 바람직하게는 그 이상의 그러나 2이하의 F/C 비율을 가진, 고차(hig
her-order : 무거운) 플루오르화 탄소들은 만족스러운 에칭 특성에 넓은 프로세스 윈도우를 제공하는 중합체(polym
er)를 생성할 것이다. 다수의 플루오르화 탄소 및 플루오르화 탄소에 대한 F/C 비율의 차트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네 개 혹은 그 이상의 탄소를 가진 플루오르화 탄소는, 특히 고밀도 플라즈마에서 분리(break-up)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헥사 플루오르화 벤젠(C6 F6 )은 그 크기의 복잡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플루오르화 메탄(CH 3 F)처럼 높은 수소 함량을 가진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는 깊은 산화물 구멍 에칭 시에 주 에천트 가스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강하게 중합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높은 수소 
함량은 질화물 선택도를 감소시키고 테이퍼 프로파일을 낮출 것이다.

고밀도 플라즈마는 가스 분자를 라디칼로 해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다 긴 탄소 체인은, 플루오르화 탄소 중합체 체인
의 형성을 책임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CF2

* 라디칼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활성화된 입자를 제공한다. 보다 긴 탄소 
선구체 원자는 매우 다양한 입자들을 제공하는 데, 이는 중합체를 교차 연결(cross linking)함에 유효할 수도 있고, 입
자들의 분포는 HDP 반응기에서 상이한 전력 수준으로 제어될 수도 있다. 저-플루오르 중합체는, 아마도 보다 두껍고 
더욱 보호된 중합체를 초래하는 증가된 교차 연결(cross linking) 때문에 보다 나은 선택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2의 F/C 비율이 플루오르화 탄소 체인의 단일 세그먼트에 상응하지만, 중합 교차 연결(polymeric corss l
inking)을 책임지지 못한다. 실리콘에 기초한 플루오르 제거는 플라즈마의 자유 라디칼을 소거함으로써 플루오르 함량
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2보다 작은 F/C 비율을 지닌, 보다 긴 탄소 분자는 중합체의 플루오르 함량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IPS 화학(IPS Chemistry)

표 1에 주어진 기초적 방법으로 단지 플루오르화 탄소에 사용된 CF 4 , C4 F6 , C4 F8 , 및 C2 F6 에 대한 C2 와 F 방사 비
율(emission ratio)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학 방사 검출기(optical emission spectroscopy)가 IPS 챔버에서 사용된
다. C2 /F 방사 비율은 가스들의 F:C 비율의 함수로서 도 4에 가상 단위(arbitrary units)로 도시되어 있다. 적어도 이
러한 네 종류의 가스에 대하여, C2 /F방사 비율과 F:C 비율 사이에는 음의 선형 관계가 성립하고, F:C 값이 낮아질 수록, 
C2 /F값은 높아진다.

[표 1]

Cx Hy Fz유동( sccm) 20
아르곤 유동( sccm) 100
내부 소스 전력(W) 0
외부 소스 전력(W) 1400
바이어스 전력(W) 1400
압력(mT) 7
지붕 온도(℃) 200
링 온도(℃) 270
음극 온도(℃) +10
후면 헬륨 압력(T) 7

IPS 프로세스(IP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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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플루오르화 탄소 및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가 표 1의 기초적 방법을 사용하여 IPS 반응기에서 선행적으로 테스
팅되었다. 다양한 방법에서의 유동 및 전력 수준이 23 리터 진공 챔버 및 314㎠의 면적을 가진 200㎜ 웨이퍼에 대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상당히 많은 아르곤 요소와 결합된, 플루오르화 탄소 및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 에칭 가스는 수평적으로 패턴화되지 않
은 웨이퍼에 인가되고, 블랭킷 산화물 대 질화물 선택도(blanket oxide-to-nitride selectivity)가 측정된다. 이 선
택도는 F/C 비율의 함수로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F/C 비율 값에 대하여 질화물의 증가된 블랭킷 
선택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상기 언급된 특허에서 Wang 등에 의하여 선택된, C 3 HF7 및 C3 H2 F6 와 같은 플루오르화 프로판 가스는 적어도 이러한 
요구들을 만족시키도록 의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3-탄소 플루오르화 탄소를 플루오르화 프로판에 한정시킬 이유
는 없다. 불포화 3-탄소 플루오르화 탄소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유용한 3 가지 불포화 플루오르화 탄소 
및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 가스는 이러한 요구들을 만족한다. 불포화 플루오르화 탄소는 이웃하는 탄소 사이에서 이중 
혹은 삼중 결합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가스의 첫 번째 예는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C4 F6 )이다. 이성질체인 헥사 플루오르화-1,3-부타디엔은 도 
6에 도시된, 네 개의 탄소 원자, 여섯 개의 플루오르 원자, 및 두 개의 이중 결합을 가진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F/C 비율은 1.5이다. 끓는점은 6-7℃이다.

두 번째 예는 트리 플루오르화 프로핀(C3 HF3 및 선택적으로 트리 플루오르화 메틸 아세틸렌으로도 명명됨)이다. 이성
질체 3,3,3-트리 플루오르화-1-프로핀은 탄소 원자 세 개, 플루오르 원자 세 개, 수소 원자 한 개, 그리고 삼중 결합 
한 개를 갖는, 도 4에 도시된 화학 구조를 갖는다. 이 F/C 비율은 1이다. 끓는점은 -48℃이다.

세 번째 예는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C3 HF5 및 선택적으로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펜으로도 명명됨)이다. 이성질체 
1,1,3,3,3-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은, 탄소 원자 세 개, 플루오르 원자 다섯 개, 수소 원자 한 개 및 이중 결합 한 개
를 가진, 도 5에 도시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F/C 비율은 1.67이다. 끓는점은 -21℃이다.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9/049,862호에서 Wang 등이 C 3 F6 에 대한 대체물로서 C3 HF5 를 제안하였다.

네 번째 예는 옥타 플루오르화 펜타디엔(C5 F8 )으로, C4 F6 보다 약간 높고 C4 F8 보다는 대체적으로 낮은 F/C 비율을 
가지고, 다른 두 개처럼 수소 때문에 중합이 복잡해지지는 않는다.

다른 이성질체들도 약간의 변화된 끓는점을 가지고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입체 이성질체를 특징화하도록 어떠한 
시도도 행해지지 않는다. 예시된 모든 플루오르화 탄소는 선형 체인을 형성한다.

2보다는 작은 F/C 비율을 가진 수소-비함유 플루오르화 탄소는 특히 유효한 에칭 결과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기 언급된 특허에서 Wang 등이 선택한 플루오르화 프로판 가스(C 3 H2 F6 )는, 상대적으로 낮은 F/C 비율에도 불구하
고 부족한 질화물 선택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요구되어진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높다. 현재 주류
인 C4 F8 은 상대적으로 좋은 질화물 선택도를 가지지만,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실험된 가스에서, 최선의 블랭킷 질화물 선택도를 나타내는 것은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C4 F6 )로서, 과플루오르화 
부타디엔(perfluorobutadiene)이라고도 불린다. 이성질체인 헥사 플루오르화-1,3-부타디엔은, 탄소 원자 네 개, 플
루오르 원자 여섯 개 및 이중 결합 두 개를 가진, 도 6에 도시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 F/C 비율은 1.5이다. 분자량
은 162이고 끓는점은 6-7℃이다. 20℃에서 증기압은 52 Torr이다. 비록 가연성이 있지만, 유독성은 없다. 또 다른 선
형 이성질체가 가능하지만, 생산 방법은 설명된 것에 대하여 알려져 있다. 사이클릭 이성질체는 도 6에 도시된 화학 구
조를 가진 헥사 플루오르화 시클로 부텐(c-C4 F6 )이다. c-C4 F6 플라즈마 화학적 성질은 C4 F6 의 선형 형태와 거의 동
일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형 C4 F6 은 단지 가연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c-C4 F6 은 독성 및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rgigia 등이 미국 특허 제 4,654,448호 및 제 5,082,981호에서 헥사 프루오르화 부타디
엔의 제작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는 상업적으로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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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F6 의 화학적 장점의 한가지는 수소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헥사 플루오르화 벤젠(C6 F6 )도 유사하게 저 F/C 비
율을 가지고 있고 수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이는 탄소 원자 여섯 개, 플루오르 원자 여섯 개로 된, 도 8에 도시된 화
학 구조를 가진, 완전히 대체된 사이클릭 또는 방향족 유기 분자이다. 하지만, 불리하게도 액체이고 실온에서 점성을 가
져서, 버블러 또는 다른 형태의 분무기 사용이 요구된다.

주 에칭 가스로서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C4 F6 )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많은 실험 데이터가 입수되었다.

C4 F6 및 C4 F8 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블랭킷 에칭 질화물 선택도의 추가적인 실험이 행하여졌다. 일반적으로 에칭 방
법은 표 1을 따르지마, 플루오르화 탄소의 유동은 14 sccm으로 설정되고, 아르곤 유동은 실험들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 
플루오르화 탄소로서 C4 F6 의 경우, 아르곤 유동이 30 sccm에서 500 sccm까지 증가함에 따라 산화물 에칭 속도가 감
소하고, 반면에 질화물 에칭 속도는 30 sccm 및 500 sccm에서 가장 작다. 두 가스에 대한 아르곤 유동의 함수로서 질
화물 선택도는 도 10의 그래프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 프로세싱 파라미터에 대하여 , C 4 F6 가 C4 F8 보다 
질화물에 대한 훨씬 좋은 블랭킷 선택도를 제공하고 가장 좋은 질화물 선택도를 50 sccm 및 그 이하의 C 4 F6 유동에 대
하여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선택도가 과도한 중합체 증착에 의하여 달성된다면 에칭 정지가 일어나기 쉽
기 때문에, 선택도 그 자체는 불충분하다. 아래에 기술되어지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아르곤 유동은 에칭 정지의 개시에 
의하여 지시된다. C4 F6 에 대한 블랭킷 선택도와는 대조적으로, C4 F8 에 대한 질화물 선택도는 상이한 화학적 상황을 
나타내면서 반대방향의 경향을 나타낸다.

제 1 에칭 방법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제 1 에칭 방법
C4 F6 유동( sccm) 20
CH2 F2 유동( sccm) 0
아르곤 유동( sccm) 100
내부 소스 전력(W) 180
외부 소스 전력(W) 1260
바이어스 전력(W) 1400
압력(mT) 4
지붕 온도(℃) 200
링 온도(℃) 270
음극 온도(℃) +10
후면 헬륨 압력(T) 7
시간(s) 120

    
이 방법은 도 2에 도시된 IPS챔버에서 테스팅하였다. dl 방법은 높은 아르곤 함량, 저 압력 및 상대적으로 높은 실리콘 
링 온도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바이어스 전력은 소스 전력에 비해서, 50% 와 150% 사이에서, 상대적으
로 높다. 하지만, 바이어스 전력의 분리 제어는 적절한 에칭 속도로서 높은 질화물 선택도를 얻는데 중요한 것으로 고려
된다. 바이어스 전력은 웨이퍼에 입사되는 이온 에너지를 제어하는 반면, 소스 전력은 이온 및 라디칼 플럭스를 제어한
다. 너무 높은 이온 에너지는 비 선택적인 스퍼터링과 유사한 프로세스를 초래한다. 고밀도 플라즈마는, 지지대의 DC 
자체-바이어스에 의해 높은 종횡비를 가진 구멍의 바닥으로 지향될 수 있는 이온화된 에칭 입자들의 보다 많은 부분을 
생성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SAC 구조가 실험 작업에 사용되었다. 짧은 제 1 SAC 구조는 약 0.3㎛의 높
이를 가지고서 덮인 질화물의 상부에 약 0.55㎛의 산화물 두께를 가지고 있다. 즉, 전체 산화물 에칭 깊이는 0.85㎛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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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방법은 약 600 ㎚/min의 산화물 에칭 속도를 생성한다. 프로파일은 약 87°의 각으로 웨이퍼에 대하여 변화한다. 
하지만, 선택도는 코너에서 약 20:1이고, 질화물 코너에서 엄격한 잘린 면(severe faceting)이 관측된다.

이러한 방법 또는 다른 보고된 방법으로도 어떤 에칭 정지가 관측되지 않는다. 장차 에칭 정지가 특별히 보고되지 않는
다면, 관측되지 않을 것이다.

일련의 실험들이 C4 F6 유동 및 챔버 압력 모두의 변동에 대한 결과 매트릭스를 제공하도록 실행되었다. 실험들은 0.45
㎛의 통공(via opening), 0.92㎛의 전 산화물 두께 및 0.38㎛의 질화물로 덮인 게이트 구조의 두께를 가진 SAC구조
에서 행해진다. 10 및 20 sccm, 4 및 15 milliTorr의 챔버 압력에서 C 4 F6 유동이 실험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표 3
의 방법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IPS 반응기에서 에칭을 행한다.

[표 3]

    제 2 에칭 방법
C4 F6 유동( sccm) 20
아르곤 유동( sccm) 100
내부 소스 전력(W) 340
외부 소스 전력(W) 1020
바이어스 전력(W) 1400
압력(mT) 15
지붕 온도(℃) 200
링 온도(℃) 270
음극 온도(℃) +10
후면 헬륨 압력(T) 7
시간(s) 120

샘플들이 플루오르화 탄소 유동 및 챔버 압력에 대한 범위의 한도에 의하여 설정된 네 세트의 파라미터에서 에칭된다. 
구조물이 에칭되고, SEMs가 웨이퍼를 가로질러서 상이한 위치에서 평가했다 일반적인 결과는 C4 F6 유동의 증가가 질
화물 코너 선택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양쪽 어느쪽의 압력에서도 10 sccm의 C 4 F6 유동은 질화물 코너 선택도를 
심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정도로 저감시킨다. 나아가서, C4 F6 20 sccm에서 챔버 압력을 증가시키면 에칭 수직성은 향
상된다. 하지만, C4 F6 25 sccm은 웨이퍼의 어디선가 발생하는 에칭정지를 가져오는 최대 유동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표 2의 제 1 기초적 방법은 20 sccm의 C 4 F6 유동 및 4 milliTorr의 챔버 압력을 사용하여 
설정된다.

    
제 1 기초적 방법은 아르곤 유동의 효과를 이루도록 변화된다. 가장 중요한 에칭 정지 결과는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5
0 sccm의 아르곤 유동은 100 sccm의 경우보다 질화물 코너 선택도를 약간 향상시킨다. 아르곤을 25 sccm까지 더 감
소시키면 에칭 정지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10 sccm의 아르곤에서 게이트 구조 한 쪽의 협소한 구멍에서 
에칭 정지를 관측할 수 있다. 아르곤 유동을 영까지 더욱 감소시키면, 0.26㎛의 보다 낮은 너비에 대한 게이트 구조의 
상부 수준에서 또는 게이트 구조의 상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심각한 에칭 정지를 일으킨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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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유동( sccm) C4 F6 유동(sccm)

15 20 25 30
0     ES(에칭 정지)         
10     ES(에칭 정지)         
25 Nitride Loss OK ES(에칭 정지) ES(에칭 정지)
50     OK         

일련의 에칭 정지 실험이 25 sccm의 아르곤 유동 및 C 4 F6 유동의 변화된 값으로 실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4 F6 20 sccm 및 Ar 25 sccm에서 어떠한 에칭 정지도 관측되지 않는다. 25 sccm의 C 4 F6 에서, 에칭 정지가 구멍의 
하부에서 얇은 중합체 층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 30 sccm의 C 4 F6 에서 에칭 정지가 완전하였다. 또 다른 면으로, 
C4 F6 유동이 15 sccm까지 감소되는 경우, 심각한 질화물 손실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협소하고, 깊은 통공(vias)에서 에칭 정지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르곤 유동
이 C4 F6 의 유동 보다 커야만 하고, 보다 바람직 하게는 두 배, 가장 바람직하게는 네 배 정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
지만, C4 F6 유동에 의하여 측정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 윈도우는 큰 Ar 유동에 대하여 훨씬 크고 적어도 15 sccm보다 
크다. Ar 유동에 의하여 결정되는 프로세스 윈도우는, 훨신 넓은 윈도우는 25 sccm에서 보다는 Ar의 100 sccm에서 
얻어진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100 sccm의 Ar에서의 윈도우는 C 4 F6 의 적어도 16 sccm에서 22 sccm까지, 가능
하다면 25 sccm까지 미친다.

다음으로, 최적화된 방법에서의 실리콘 링 온도에서의 변동의 효과가 평가되었다. 특히 링 온도는 택일적으로 245, 27
0 및 350℃에서 설정되었다. 보다 높은 링 실내 온도는 에칭 속도를 다소나마 감소시킨다. 질화물 코너의 선택도는 온
도에 따라 증가한다.

표 2의 제 1 C4 F6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 C4 F6 방법에 유사한 헥사 플루오르화 프로펜(C3 H2 F6 )을 사용하는 최적화된 
방법과 비교되었다. 1.2㎛의 전 산화물 에칭 깊이에 대하여 0.45㎛ 높이의 게이트 구조물과 상부의 0.75㎛의 TEOS 산
화물을 가지며, 약 0.35㎛의 트랜치 개구를 가진, 키가 큰 제 2 SAC 구조에서 이 방법들을 실험하였다. C 4 F6 에 대한 
결과는 상기에서 기술된 것과 동일하다. C3 H2 F6 에칭은 83-85°의 측벽 각을 가진, V 형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유효
하지 않은 선택도를 나타내면서, 질화물에서도 동일한 프로파일이 관측된다. 동일한 방법은 질화물 상에 1.2㎛의 산화
물을 갖고 있으나 게이트 구조물이 없는 모의 구조에는 적용되었다. C4 F6 방법은 약 0.75㎛ 아래에서 안쪽으로 깔대기 
모양으로 벌어지는(flaring) 것을 나타내지만, 이는 만약 두 측벽이 각각의 게이트 구조와 마주치고 질화물 선택도가 
적당히 높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C3 H2 F6 방법은 1.2㎛ 두께 산화물의 하부까지 동일한 V형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두 개의 부 단계를 이용한 방법은 도 9의 프로세스 흐름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지 C 4 F6 및 Ar이 주 에칭(78) 및 오
버 에칭(79)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전력 수준 및 챔버 압력이 오버 에칭(79)에서 감소된다. 이러한 방법은 표 5에 요
약되어 있다. 이 방법은 1.1㎛의 전 산화물 두께에 대하여, 440㎚의 높이를 가진 게이트 구조물 상에 놓여 있는 640㎚
의 산화물을 가지는 SAC 구조에서 증명된다. 통공(via opening)는 440㎚이지만, 게이트 구조물들은 단지 85㎚의 갭
에 의하여 이격되어 있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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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에칭 오버 에칭
C4 F6 유동(sccm) 20 20
아르곤 유동(sccm) 100 100
내부 소스 전력(W) 0 0
외부 소스 전력(W) 1600 1260
바이어스 전력(W) 1400 1080
압력(mT) 10 5.5
지붕 온도(℃) 200 200
링 온도(℃) 270 270
음극 온도(℃) +10 +10
후면 헬륨 압력(T) 7 7
시간(s) 60 80

산화물의 수직 프로파일은 전 웨이퍼에 걸쳐서 적어도 88°이다. 질화물 코너 잘린 면(faceting)이 관측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협소한 게이트 갭에서 어떠한 에칭 정지도 관측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심지어 내부 소스 전력이 없
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합한 일정성을 보인다.

C4 F6 유동을 16, 18 및 22 sccm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표 5의 방법에 대하여 C 4 F6 프로세스 윈도우가 설정된다. 20 s
ccm 경우의 결과에 비하여, 이들 중 어떤 유동에서도 잘린 면(faceting) 또는 수직 프로파일에 대한 어떠한 현저한 변
화도 없고 에칭 정지도 관측되지 않는다.

C4 F6 방법에 대한 질화물 선택도를 증가시키고 질화물 잘린 면(faceting)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다 무겁게 중합된 
플루오르화 탄소 가스가 C4 F6 에 첨가제로서 에칭 혼합물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도 4에 대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이렇게 첨가되는 가스는 C4 F6 보다 낮은 F:C 비율을 가지거나 수소-함유 플루오르화 탄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플루오르화 메탄이 바람직하다.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CH2 F2 )은 모노 플루오르화 메탄(CH3 F)보다 덜 중합하기
에, 표준 유량 제어기는 더욱 쉽게 유동을 계량할 수 있다. 표 2의 비 첨가된 방법에 관한 제 3 에칭 방법이 표 6에 요
약되어 있다. C4 F6 보다 약간 적은 CH2 F2 를 가지고 있다.

[표 6]

    제 3 에칭 방법
C4 F6 유동(sccm) 20
CH2 F2 유동(sccm) 15
아르곤 유동(sccm) 100
내부 소스 전력(W) 180
외부 소스 전력(W) 1260
바이어스 전력(W) 1400
압력(mT) 4
지붕 온도(℃) 200
링 온도(℃) 270
음극 온도(℃) +10
후면 헬륨 압력(T) 7
시간(s) 120

제 3 방법은 상기에 언급한, 얕은 제 1 SAC구조로서 사용된다.관측된 산화물 에칭 속도는 약 620㎚/min이고, 질화물 
선택도는 약 30:1까지 현저하게 향상된다. 하지만, 전체 에칭이 제 2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파일 각은 실질적으로 
약 84°로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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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F2 의 첨가는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질화물 선택도를 증가시키지만 더욱 테이퍼진 프로파일을 형성
하는데, C4 F6 에의 첨가는 우수한 선택도 및 실질적으로 수직인 프로파일을 생성하도록 최적화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에칭 프로파일이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지점에서 동일한 질화물 선택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H2 F2 의 보다 큰 양이 
C4 F8 에 첨가될 필요가 있다.

테트라 플루오르화 에탄(C2 H2 F4 )의 첨가에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의 첨가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은 표 3의 제 1 기초적 방법과, 4 miliTorr의 챔버 압력으로, 그리고 C 2 H2 F4 나 CH2 F2 의 15 sccm의 첨가 또는 첨가 
없이 수행되었다. C2 H2 F4 의 첨가는 질화물 코너 선택도를 향상시키고 에칭 정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C2 H2 F4 의 첨
가는 프로파일 각이 88°에서 86°로 감소하면서 약간의 테이퍼링을 일으키고 웨이퍼의 일부의 위치에서 에칭 정지를 
발생시킨다.

두 에칭 방법 모두가 최선의 특성을 결합하기 위하여, 두 단계로 이루어진 산화물 에칭 방법이 개발되었다. 도 9의 프로
세스 흐름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에칭(80)이 C 4 F6 와 아르곤의 에칭 가스 혼합제를 사용함으로써 먼저 형성된다. 
주 에칭은 빠른 에칭 속도와 우수한 수직 프로파일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질화물 선택도를 증가하고 질화물 코너를 보
호하도록 중합된 CH2 F2 가 첨가되어 오버 에칭(82)이 실행된다. 특히 주 에칭이 이미 질화물에 도달한 경우, 수직 프
로파일은 오버 에칭에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첨가되는 가스를 포함하는 두 단계 에칭 방법의 제 1 실시예는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표 7]

    주 에칭 오버 에칭
C4 F6 유동(sccm) 20 20
CH2 F2 유동(sccm) 0 10
아르곤 유동(sccm) 100 100
내부 소스 전력(W) 0 0
외부 소스 전력(W) 1600 1600
바이어스 전력(W) 1400 1400
압력(mT) 10 10
지붕 온도(℃) 230 230
링 온도(℃) 300 300
음극 온도(℃) +15 +15
후면 헬륨 압력(T) 7 7
시간(s) 100 30

이 방법은 제 2의, 키가 큰 SAC 구조에 적용된다. 구멍의 산화물 부분에서의 프로파일 각은 적어도 87°로 관측되고, 
질화물 선택도는 수용 가능하다.

    
주 에칭 및 오버 에칭 사이의 전환 시기는 주 에칭이 웨이퍼의 대부분의 위치에서 질화물 하부에 도달하고 오버 에칭이 
과도한 질화물 잘린면(faceting)을생성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에칭을 보장하도록 선택된다. 질화물 보호를 더 제공하도
록, 전환은 주 에칭이 대부분의 지역, 즉 게이트 구조 사이의 갭에 있는 어떤 위치에서 질화물의 상부를 통과하게 되는 
지점으로 이동될 수 있다. 전환은 질화물 부산물의 방사에 동조된 광학 방사 검출기 또는 등가의 수단에 의하여 동적으
로 제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합 가스는 주 에칭이 현저히 수많은 위치에서 상부 질화물에 도달하자마자 첨가된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 윈도우를 결정하고 그 프로세스 윈도우가 상대적으로 폭넓다는 사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실
험이 수행되었다. 실험의 첫번째 쌍에서는, 표 8에 나열된 택일적인 두 변동 방법을 따라 1 단계 에칭이 0.35㎛ 트랜치 
개구(trench aperture)를 가지는, 얕은 SAC 구조상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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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 1 변동 제 2 변동
C4 F6 유동(sccm) 17 25
CH2 F2 유동(sccm) 5 5
아르곤 유동(sccm) 100 100
내부 소스 전력(W) 0 0
외부 소스 전력(W) 1600 1600
바이어스 전력(W) 1400 1400
압력(mT) 4.5 4.5
지붕 온도(℃) 230 230
링 온도(℃) 300 300
음극 온도(℃) +10 +10
후면 헬륨 압력(T) 7 7
시간(s) 150 150

이 두 가지 방법은 20 sccm의 기초적 값 주위로 15%까지 C 4 F6 의 유동을 변화시킨다. 다른 파라미터들은 표 6의 제 
3 방법에 대한 기초적 값과 약간 상이하지만, 임계적 오버 에칭에서 C 4 F6 에 대한 윈도우를 설정하기에 충분히 근접하
고 있다. 질화물 코너 에칭은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 최소 프로파일 각은 두 가지 방법 사이에서 3°와 4°사이에서 변
하고, 표 1의 제 2 에칭 방법의 84°보다 양호하다. 에칭의 하부에서는 내부로 테이퍼져 있다. 유사한 결과가 0.4㎛ t
rench에서 관측된다.

C4 F6 유동에 대한 이러한 ±15% 윈도우는, C4 F6 15 sccm 및 CH 2 F2 28 sccm를 가지고 다른 파라미터들은 C 4 F6 에칭
에 대한 파라미터와 유사한, 최적화된 C4 F8 방법에 대한 윈도우와 비교된다. 12 sccm로 20%의 C 4 F8 유동 감소는 어
떤 위치에서 구멍을 낼 정도로 심각한 질화물 잘린 면을 형성하는 것(faceting)을 일으킨다. 18 sccm로 20%의 감소
는 매우 우수한 질화물 코너 선택도를 제공하지만, 게이트 구조의 측부에서 산화물 일부가 에칭되지 않는 정도로 테이
퍼링을 증가시킨다.

비록 주 플루오르화 탄소 가스의 유동이 윈도우 시험에서 변화되지만, 상당한 윈도우들이 다른 방법 요소의 변화에 대
하여 존재하도록 방법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표 7의 기초적인 두 단계 방법은, 주 에칭 및 오버 에칭 두 경우에 있어, 실리콘 링 온도를 255℃까지 낮추도록 변화된
다. 얕은 SAC 구조와 큰 SAC 구조 모두에 대하여, 낮은 링 온도는 프로파일 각을 적어도 88℃까지 증가시키고, 트랜
치(trench)의 하부에서 질화물의 벽에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측벽 산화물을 제거한다. 질화물 코너 선택도는 어느 정
도 감소되지만, 여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 다른 두 실험에서, 오버 에칭 방법은 20 sccm의 C 4 F6 와 5 sccm의 CH 2 F2 를 포함하도록 수정된다. 링에 대하여 3
00℃, 지붕에 대하여 230℃의 실리콘 온도에서 만족적인 에칭이 얻어진다. 하지만, 동일한 CH 2 F2 유동에 대하여, 링 
온도가 245℃로, 지붕 온도가 220℃로 감소된다면, 질화물 코너는 심각하게 잘린 면을 형성한다. CH 2 F2 유동이 낮은 
실리콘 온도에서 20 sccm까지 증가된다면, 코너 선택도는 복귀된다. 즉, 열간 실리콘 부분에 의한 실리콘 제거는 CH

2 F2 에 의하여 생성된 중합체 대신에 교환되어질 수 있다. 오버 에칭에 대한 제 3 및 제 4 변동 방법은 표 9에 나열되어 
있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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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변동 제 4 변동
C4 F6 유동(sccm) 20 20
CH2 F2 유동(sccm) 15 5
아르곤 유동(sccm) 100 100
내부 소스 전력(W) 0 0
외부 소스 전력(W) 1600 1600
바이어스 전력(W) 1400 1400
압력(mT) 4.5 4.5
지붕 온도(℃) 200 230
링 온도(℃) 245 300
음극 온도(℃) +10 +10
후면 헬륨 압력(T) 7 7
시간(s) 150 150

얕은 SAC 구조의 1단계 에칭에 적용되는 두 변동 방법은 모두 만족스런 에칭을 나타낸다. 질화물 코너 에칭은 쉽게 관
측되지 않고, 프로파일 각은 적어도 86°로 오버 에칭에 대하여 수용 가능하다.

두 세트의 실험은 압력 변동에 대한 선택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행된다. 제 1 세트에서, CH 2 F2 없는 주 에칭 방법은 
얕은 그리고 키가 큰 SAC 구조 모두의 저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데 사용된다. 압력은 택일적으로 10, 15 및 20 milliT
orr이다. 최소 프로파일 각은 10 milliTorr에서 88°로부터 15 milliTorr에서 87° 및 20 milliTorr에서 86°까지 
감소되는데, 이들 모두는 수용 가능한 값들이다. 모든 압력에서 앞서 기술된 저부 측벽 테이퍼링이 관측된다. 중합 CH

2 F2 가 없다면, 특히 낮은 압력에서, 현저하지만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질화물 코너 잘린 면을 형성하는 것(faceting)
이 관측되고, 100초(s) 에칭이 하부 질화물 층을 관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버 에칭 방법은 주 에칭 방법의 부
족한 질화물 선택도를 모면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즉 10 내지 20 milliTorr의 압력 범위에 대하여 주 에칭은 만족스럽
게 행해진다.

제 2세트의 실험에서, 오버 에칭 방법은 짧은 SAC구조를 에칭하고 압력은 택일적으로 4.5 및 7 milliTorr로 설정된다. 
다른 압력에서 어떠한 질화물 코너 에칭도 쉽게 관측되지 않는다.

다른 두 불포화 플루오르화 탄소, 트리 플루오르화 프로핀(C3 HF3 ) 및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C3 HF5 )으로 실험 
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들이 예상된다.

또한, 옥타 플루오르화 펜타디엔(C5 F8 )도 비록 덜 중합되었지만, C4 F6 에 대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예
상된다.

도 9의 통합된 에칭 프로세스에서, 주 에칭(80) 및 오버 에칭(82)의 완성 후에, 에싱(ashing) 단계(84)는 일반적으로 
바이어스되지 않은 산화물 플라즈마로 잔여 포토레지스트 및 증착된 중합체를 제거한다. 이 때, 질화물 에칭 단계(86)
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멍(22)의 하부에 잔여하는 질화물 부분(26)을 제거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연 플라즈마 에칭(soft plasma etch)에서 아르곤 및 산소와 함께 조합된, CH 2 F2 와 같은 플루오르화 탄소가 사용된다. 
산소는 어떤 질화물 선택도를 파괴한다. Hung 등이 1998년 9월 8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9/149,810호
에서 이 최종 단계를 기술하고 있다. 만약 구조가, 다른 재료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리콘 질화물로 형성된, 
상부 반사 금지 코팅(anti-reflective coating, ARC) 또는 경 마스크(hard mask)를 포함한다면, 통합된 에칭 프로세
스는 ARC 또는 마스크 개시 단계로 시작한다.

비록 상기한 주 에칭 단계는 어떠한 중합된 플루오르화 메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오버 에칭에 사용된 플루오르화 메
탄의 20%를 사용하는 주 에칭에서의 유동에 의하여도 거의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상기에 보고된 예들은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는 유도 결합된 IPS 반응기에서 얻어진다. 다른 유도 결합된 플
라즈마 에칭 반응기는 코일 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유효하다. 현재 유도 결합된 HDP 반응기는 바이어스 전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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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전력을 분리하여, 낮은 이온 에너지로 합당한 에칭 속도를 허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원격 플라즈
마 소스(RPS) 또는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ECR) 반응기로 소스 전력 및 바이어스 전력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본 
발명의 많은 특징은, 특히 플라즈마 밀도를 증가시키도록 자기적으로 강화되고, 용량적으로 결합된 플라즈마 반응기로 
적용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MxP 반응기

상기한 결과는 분리되어 제어되는 소스 및 바이어스 전력을 가진 HDP 반응기에서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적어도 어떤 부
분들은 더욱 전형적인, 일반적으로 플라즈마로 작동하고 고밀도를 보장하며, 용량적으로 결합된 플라즈마 반응기에 적
용된다. 이러한 반응기의 예는, Applied Materials 로부터 유용하며, 도 12의 단면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MxP + 와 
같은, 자기적으로 강화된 반응 이온 에칭기(magnetically enhanced reactive ion etcher, MERIE)이다. 이는 기저 
진공 챔버(90)와 아마도 벽(wall)을 보호하는 라이너(liner)를 포함한다. 웨이퍼(30)는 슬릿 밸브 개구(slit valve o
pening, 92)를 통하여 챔버(90)에 삽입되고, 웨이퍼를 선택적으로 클램핑하는 정전 척(electrostatic chuck, 96)에 
배치된다. 척의 전력원은 도시되지 않았다. 바람직하게는 13.56㎒에서 작동하는 RF 전력 공급기(RF power supply, 
98)는 음극 지지대(94)에 연결되어 있고 상당한 플라즈마 생성을 제공한다. 도시되지 않은 전류 공급기에 의하여 전력
이 공급되는 자기코일(100)은 챔버(90)을 둘러싸고 있고 플라즈마 밀도를 증가시키도록 회전, 수평 자기장을 생성한
다. 진공 펌프 시스템(102)은 조정가능한 스로틀 밸브(adjustable throttle valve, 104)를 통하여 챔버(90)를 펌핑한
다. 실드(shield, 106, 108)는 챔버(90) 및 지지대(94)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배플(baffle, 110) 및 스로틀 밸브에 
연결된 펌핑 채널(112)을 정의한다.

    
프로세싱 가스는 가스 소스(116, 118)로부터 공급된다. 각 유량 제어기(120, 122)를 통하여, 프로세싱 영역(126)을 
가로지르는 웨이퍼(30)의 위에 위치한 챔버 지붕에 배치되어 있는, 수정 가스 배분 플레이트(quartz gas distributio
n plate, 124)에 공급된다. 배분 플레이트(124)는, 프로세싱 영역(126)에 프로세스 가스의 더욱 일정한 유동을 주입
시키도록 배분된 수 개의 개구(130)를 가진 샤워 헤드(shower head)를 통하여, 프로세싱 영역(126)과 통하여 있고 
프로세싱 가스를 수용하는 매니폴드(128)를 포함한다.
    

Mxp 프로세스

초기 프로세스 실험은 용량적으로 결합된 MxP 반응기에서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을 사용하여 실행되었다. 자기 강
화 MxP 반응기로도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즉 여기서 제시된 결과는, 10 11 ㎝-3 보다 작은 
이온화 밀도를 가진 저밀도 플라즈마를 사용한다. SAC와 같은 향상된 응용예에 적용되는 경우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요구된 질화물 방법을 이루도록 실질적인 CO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표 10에 요약된 것과 같은 CO-부하 방법이 실리
카(silica) 형태인 보로 800㎚의 보스포 실리케이트 글래스(borophosphosilicate glass : BPSG)를 덮고 있으며 반사 
금지 코팅(ARC)으로 작용하는 100㎚의 TEOS 산화물을 가진 SAC 구조에서 시험된다.

100㎚ 실리콘 질화물 코팅은 게이트 구조 및 에칭된 통공(via)의 하부를 형태에 맞추어 코팅하였다. 통공은 0.4㎛의 
지름으로 마스크되었다.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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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 열림 주 에칭
C4 F8 유동(sccm) 25     
CF4 유동(sccm) 45     
C4 F6 유동(sccm)     10
O2 유동(sccm)     5
CO 유동(sccm)     150
Ar 유동(sccm) 250 150
바이어스 전력(W) 1500 1800
자기장(gauss) 20 18
압력(mT) 120 85
음극 온도(℃) +10 +10
후면 헬륨 압력(T) 10 10
시간(s) 30 160

    
제 1 단계가 TEOS ARC 층을 여는데 사용된다. 제 2 단계는 최종 에칭이고, 에칭 정지없이 질화물에 대한 적당한 선택
도를 제공해야만 한다. 결과는 360㎚/min의 적절하게 낮은 에칭 속도를 나타내지만 질화물 코너 손실은 약 50% 오버
에칭을 지닌 단지 10에서 20㎚이다. 프로파일 각은 87°이거나 더 좋다. 두 질화물로 덮인 게이트 구조사이의 9㎚ 너
비의 갭에서 조차도, 어떠한 에칭 정지도 관측되지 않는다. 이러한 우수한 결과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시도없이도 
얻어진다. 일산화 탄소가 농후한 경우의 방법에서도, CO 유동은 전체 가스 유동의 50%보다 작고 기껏해야 Ar 유동 정
도이다.
    

CO와 관련된 문제의 관점에서, TEOS ARC 층으로 덮이고 0.4㎛ 경유 구멍에 대하여 마스크된, BPSG의 일정한 층으
로 덮인 시험 웨이퍼 상에서 일련의 실험들이 단지 C4 F6 및 Ar을 사용하여 행해진다. 실험은 가스 유동 및 압력에 대한 
에칭 속도, 프로파일 각 및 에칭 정지의 종속성을 연구하도록 행해진다. 다른 프로세스 조건은 표 10의 것들이다. 다른 
조건들은 네 개의 실험에 대하여 표 11에 나열되어 있다.

[표 11]

    1 2 3 4
C4 F6 유동(sccm) 4 4 7 7
Ar유동(sccm) 295 150 80 150
압력(mT) 85 85 50 50

첫 번째 두 실험은 85 milliTorr의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과 C 4 F6 4 sccm에서 행해진다. 295 sccm의 보다 높은 아르
곤 유동에서, 프로파일 각은 87°이고 150 sccm의 Ar에서는 약 85°이다. 두 번째 두 실험은 50 milliTorr의 약간 
낮은 압력 및 C4 F6 7 sccm에서 행해진다. 150 sccm의 보다 높은 아르곤 유동에서 프로파일 각은 85°이고, 80 sccm
의 아르곤에서는 약 83°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약 1.1㎛의 BPSG를 통하여 에칭한 후에 에칭 정지는 관측되지 않
는다. 결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아르곤 유동, 특히 C4 F6 에 대하여 더욱 수직인 프로파일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결과들
은 또한 고압에서 보다 나은 프로파일을 보인다.

또 다른 실험은 C4 F6 의 높은 유동 및 아르곤의 부재는 에칭 정지를 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50 milliTorr에서 10 
sccm의 C4 F6 및 150 sccm의 Ar에서도 에칭 정지가 발생한다. 다음 실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일산화 탄
소는 아르곤의 부재 시에 에칭 정지를 방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주 에칭 단계는 4 sccm의 C 4 F6 , 295 sccm의 
CO 및 295 sccm Ar이나 Ar 없이 행해진다. 아르곤이 없는 경우, 약 0.4㎛ 경유 구멍의 중간정도의 아래에서 에칭 정
지가 관측된다. 아르곤이 있다면, 에칭은 약 85°의 프로파일 각으로 연속하여 행해진다. 그러므로, 에칭 정지를 막기 
위하여 Ar유동은 적어도 C4 F6 의 20배이어야 한다. 또한 보다 높은 아르곤 유동은 일정도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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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비함유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10의 두 단계 방법을 사용하지만, 50 milliTorr에서 7 sccm의 C 4 F6 , 150 sccm의 
Ar 그리고 CO 와 O2 가 없는 주 에칭을 사용하는 SAC 구조에서 실험된다. 에칭 속도는 320㎚/min이고 테이퍼 프로파
일은 85°보다 작다. 코너 질산화 선택도는 게이트 금속을 노출시키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지만, 하부 질화물 선택도
는 우수하다. 질화물로 덮인 게이트 구조사이의 갭이 4㎚일 때조차도, 어떠한 에칭 정지도 관측되지 않는다. 더 최적화
함으로서, 만족스러운 탈 CO 프로세스가 MxP에 대하여 행해질 수 있다. 질화물 코너 선택도는 더욱 중합된 가스, 예를 
들면 CH2 F2 와 같은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를 포함함으로써 향상될 수도 있다. 부가 중합이 도입될 수도 있는 에칭 정지 
문제는 N2 또는 O2 를 사용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만약 CO가 C 4 F6 와 Ar의 선택도를 향상하도록 사용된다면, CO 유
동 부분은 C4 F6 보다 작게, 실질적으로 50%보다도 더 작게 될 수도 있다.

비록 유효 압력 범위는 연구되지 않았지만, 저밀도 플라즈마에서의 유효 프로세스는 20에서 150 milliTorr의 범위에서 
성립될 수 있다. 200㎜ 웨이퍼에 정규화되어져야 하는 바이어스 전력은 주로 바람직한 고 전력 범위에서 산화물 에칭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1000W 및 1500W사이에서, 증가된 전력은 산화물 에칭 속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질화물 선택도
를 감소시킨다. 1500W 및 1800W사이에서, 산화물 에칭 속도는 질화물 선택도의 약간의 변화로도 증가된다.

본 발명의 일면에서, 본 발명의 에칭 가스는 플루오르화 탄소 가스 및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가스를 기본적(essentiall
y)으로 구성하고 있다. 협소한 구멍에서 에칭 정지 없이 선택도를 이루도록 하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가스의 양은, 고
밀도 플라즈마에서의 플루오르화 탄소 가스의 양보다 훨씬 크고, 저밀도 플라즈마에서의 플루오르화 탄소 가스의 양의 
20배보다도 커야만 한다. CO 또는 질소는 조금 또는 요구되지 않는다. 특히 HDP 프로세스에서 C 4 F6 의 양의 반보다도 
적고, 용량적으로 결합된 프로세스에서 전 유동의 양보다 적은 CO의 양이 부가되더라도 물론 잘 구별된다. 화학 반응은 
선택도에 대하여 보다 적은 Ar 양 및 실질적인 CO부분에 의존하는, Araki 등에 의하여 제시된 것과 다르다.

비록 아르곤은 일반적인 화학적 불활성 운송 가스이지만, 다른 가스들은 네온, 크립톤, 및 제논 등의 희귀 가스과 같은 
다른 가스들로 대체될 수 있다. Hung 등이 " ENHANCEMENT OF SILICON OXIDE ETCH RATE AND SUBSTRA
TE SELECTIVITY WITH XENON ADDITION" 이라는 제목으로 동시에 출원한, 전체적으로 본원에 참조되는 미국 
특허 출원 제 09/276,376호에는 특히 C 4 F6 와 조합된 불활성 희석화 가스로써 제논을 사용하여 예기치 않던 우수한 
산화물 에칭 결과가 나타나 있다.

비록 상기한 내용은 질화물에 대한 선택도에 집중되어 있지만, 선택된 산화물 에칭을 포함하는 구조는 주로 재료들이 
관여되는 한 층들이 중요한 산소의 양을 포함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화학 반응은 비산
화물 층 또는 구조(feature)에 대하여 산화물을 에칭함에 적용된다. 실리콘은 접촉(contact) 에칭에 공급되는(found 
for) 그러한 재료의 하나이다.

    
비록 위의 결과는 SAC 구조에서 행해진 실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만, 높은 질화물 코너 선택도가 요구되는 다른 
구조가 있다. 한 쌍의 예는 질화물 층이 마스크로 사용되는 구조를 포함한다. 첫번째 예는 포토레지스트 층 및 산화물 
층 사이에 위치한 실리콘 질화물 경 마스크이다. 제 1 에칭 단계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경 마스크에 에칭한다. 그런후
에, 제 2 에칭 단계는 경 마스크의 패턴에 따라, 산화물 층을 에칭한다. 제 2 단계에서, 포토레티스트 선택도는 요구되
지 않지만 경 마스크의 질화물 코너는 높은 질화물 코너 선택도가 요구되도록 제 2단계의 대부분동안 노출된다. 두번째 
예는 Wang 등이 1998년 11월 5일에 출원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8/964,504호에서 기술된, 자기 정렬 지역 연결
(self-aligned local interconnect, SALI)이다. SALI 구조에서 게이트 구조를 덮고 있는 질화물은 완전히 노출될 수 
있고, 평면 하부 질화물은 장기간 노출된다. 세 번째 예는 Tang 등이 1998년 7월 9일에 출원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9/112,864호에 기술된, 이중 상감 구조(dual-damascene structure)이다. 질화물은 정지 층으로써 작동하기 때
문에 때때로 초기 에칭에 의하여 조합되는 한 에칭 단계는 저 산화물 층을 한 구조(feature)로 에칭할 수 있고 동시에 
상부 산화물 층을 연결된 보다 큰 구조로 에칭할 수 있다. 패턴화된 질화물 층은 정치 층 또는 중간 마스크로서 작용한
다. 중간 질화물 층은 실질적으로 평면이지만, 높은 질화물 선택도가 요구되도록 저 유전체 층으로 개구를 둘러싸는 코
너를 갖는다.
    

본 발명의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프로세스에서는 신규하지만 상업적으로 유용한 가스를 사용함으
로써, 우수한 에칭 특성을 제공한다. 다른 프로세스 파라미터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이뤄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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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 산화물 층에 대하여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로서: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 헥사 플루오르화 시클로부텐, 및 헥사 플루오르화 벤젠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중 
플루오르화 탄소와 화학적 불활성 가스를 포함하는 에칭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 반응 챔버로 유입시키는 단계;

질화물 층을 덮고 있는 산화물 층을 가진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대 전극을 RF 바이어싱하는 단계; 및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로 여기시켜 상기 비산화물 층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화학적 불활성 가스의 희석화 유동이 적어도 상기 중 플루오르화 탄소의 활성 유동과 동일한 산화물 에칭 프로세
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산화물 층이 질화물 코너를 가진 질화물 층인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 플루오르화 탄소가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인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225℃의 온도에서 상기 챔버의 실리콘 함유 표면을 유지하여 상기 플라즈마로부터 플루오르
를 소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단계가, 상기 지지대를 RF바이어싱하는 전력 공급기와는 별도의 분리된 전력 공급기로부
터,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에 발진 전력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 전력을 공급하는 단계가 상기 챔버에 인접한 유도 코일에 RF 전력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중 플루오르화 탄소가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을 포함하고 상기 희석화 유동이 적어도 상기 
활성 유동의 네 배인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 전극을 바이어싱하는 상기 단계가, 상기 가스 혼합제에 인가되는 실질적인 전력 소스없
이,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를 상기 플라즈마로 여기시키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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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중 플루오르화 탄소가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을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희석화 유동이 상기 활성 유동의 15배보다 큰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는 두 개 이하의 수소 원자를 가진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fluorometh
ane)을 더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fluoromethane)이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을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적어도 225℃의 온도에서 상기 챔버의 실리콘 함유 표면을 유지하여 상기 플라즈마로부터 플루오르
를 소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물 층에 대한 기설정된 선택도를 얻도록, 상기 실리콘 함유 표면의 상기 온도로의 상승에 
의해 상기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fluoromethane)의 유동의 상승의 균형을 이루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중 플루오르화 탄소가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을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의 활성 유동 및 상기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의 유동이 23리터인 상
기 쳄버의 체적에 대하여 정규화된, 각각 10 내지 25 sccm 와 5 내지 20 sccm의 범위내에 있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두 번째 양이 상기 첫 번째 양의 적어도 네 배인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챔버 내의 압력을 30 milliTorr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19.

질화물 코너를 가진 질화물 층을 덮고 있는 산화물 층에, 최소 너비가 0.4㎛ 이하이고 깊이가 적어도 0.7㎛인 구멍을 
에칭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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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 헥사 플루오르화 시클로부텐 및 헥사 플루오르화 벤젠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주 
플루오르화 탄소의 첫 번째 양과,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희석화 가스의 두 번째 양을 포함하는 제 1 가스 혼합제를 플라
즈마 반응기로 유입시키는 단계;

제 1 발진 전력 공급기로부터, 질화물 층을 덮고 있는 산화물 층 및 상기 산화물 층을 덮고 있는 마스크 층을 포함하는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대 전극을 바이어싱하여, 상기 산화물 층에 에칭될 구멍을 규정하는 단계; 및

제 2 발진 전력 공급기로부터, 상기 제 1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로 여기하여 상기 질화물 층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
기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첫 번째 및 두 번째 양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 공급기의 전력 수준이, ±20%의 상기 첫 번째 양 내의 프로세스 
윈도우를 제공하도록 선택되며, 여기서 질화물에 대한 산화물 에칭 선택도가 적어도 10이고 상기 구멍에서 어떠한 에칭 
정지도 발생하지 않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적어도 200℃의 온도에서 상기 챔버의 실리콘 함유 표면을 유지하는 단계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주 플루오르화 탄소는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두 번째 양이 상기 첫 번째 양보다 큰 방법.

청구항 23.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혼합제가, 상기 첫 번째 플루오르화 탄소보다 더욱 중합된 두 번째 플루오르화 탄소 또는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의 세 번째 양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산화물 층을 통하여 기저 비산화물 층에 대한 구멍을 에칭하는 방법으로서: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의 첫 번째 양과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희석화 가스의 두 번째 양을 포함하는 첫 번째 가스 혼
합제를 플라즈마 반응기로 유입시키는 단계;

제 1 발진 전력 공급기로부터, 질화물 층을 덮고 있는 산화물 층과 상기 산화물 층을 덮고 있는 마스크 층을 포함하는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대 전극을 제 1 전력 수준으로 바이어싱하여, 상기 산화물 층에 에칭될 구멍을 규정하는 단계;

제 2 발진 전력 공급기로부터, 제 2 전력 수준으로 상기 제 1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로 여기하여 상기 산화물 층을 에
칭하는 단계; 및

상기 비산화물 층에 도달되기 전에, 적어도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 수준의 하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에칭 방
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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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함유 비산화물 층에 대하여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방법으로서: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 헥사 플루오르화 시클로부텐 및 헥사 플루오르화 벤젠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플루오르
화 탄소의 첫 번째 양과,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일산화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희석화 가스의 두 번째 양의 혼합제를 플
라즈마 반응기로 유입시키는 단계;

상기 비산화물 층 위에 상기 산화물 층을 포함하는 기판을 지지대 전극상에서 지지하는 단계; 및

상기 지지대 전극에 RF 전력을 인가하는 것을 포함, 상기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로 여기시켜서 상기 비산화물 층에 대
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단계는 원격적으로 상기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로 여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적으로 여기하는 단계가, 상기 반응기로 RF 전력을 유도적으로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용량적으로 결합된 반응기에서 실리콘 함유 비산화물 층에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방법으로서: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 헥사 플루오르화 시클로부텐 및 헥사 플루오르화 벤젠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플루오르
화 탄소의 첫 번째 양과, 적어도 첫 번째 양의 15배인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희석화 가스의 두 번째 양을 포함하는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 반응기로 유입시키는 단계; 및

지지대 전극상에서 상기 비산화물 층에 대한 상기 산화물 층을 포함하는 기판을 지지하는 단계; 및

RF 전력을 상기 지지대 전극에 인가하여 상기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로 여기시켜, 상기 비산화물 층에 대하여 선택적
으로 상기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에칭 방법.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수평 자기장을 상기 플라즈마를 포함하는 상기 반응기의 영역에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8항에 있어서, 유도적으로 결합된 RF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기 가스 혼합제가 상기 플라즈마로 여기되는 방법.

청구항 31.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플루오르화 탄소 가스가 C4 F6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혼합제에는 CO가 포함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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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혼합제가 상기 두 번째 양보다 크지 않은 세 번째 양의 CO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챔버 내 압력을 50 milliTorr보다 높게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기판에 형성된 비산화물 코너를 가진 기저 구조에 대하여 산화물 층을 에칭하기 위한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로서:

(a)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 옥타 플루오르화 펜타디엔,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 및 트리 플루오르화 프로핀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

(b) 모노 플루오르화 메탄 및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
fluoromethane), 및

(c)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운송 가스를 포함하는 에칭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 반응 챔버로 유입시키는 단계; 및

상기 비산화물 코너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산화물 층을 에칭하도록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로 여기시키
는 단계를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비산화물 코너가 실리콘 질화물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운반 가스가 아르곤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fluoromethane)이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9.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는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의 양이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의 양에서 적어도 ±15%의 
프로세스 윈도우를 제공하도록 선택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41.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유입 단계가 제 2 유동 단계이고,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는 두 번째 에칭 가스 혼합제이며, 상
기 플라즈마는 두 번째 플라즈마이고, 상기 제 2 유동 단계 및 상기 여기 단계전에 실행되는 단계로서:

(a)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 및

(b) 상기 화학적 불활성 운송 가스 및 상기 두 번째 유동 단계에서보다 작은 상기의 플루오르화 메탄을 포함하는 첫 번
째 가스 혼합제를 상기 플라즈마 반응기 챔버로 유입시키는 제 1 유입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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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화물 층을 에칭하도록 상기 첫 번째 가스 혼합제의 첫 번째 플라즈마로의 제 1 여기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
스.

청구항 42.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 플라즈마가 상기 산화물 층에 상기 두 번째 플라즈마보다 더욱 수직인 프로파일을 생
성하고 상기 두 번째 플라즈마가 상기 첫 번째 플라즈마보다 상기 비산화물 코너에 대하여 더욱 선택적인 프로세스.

청구항 43.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유동 단계가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의 경우보다, 보다 적은 상기 플루오르화 메탄과 
보다 많은 상기 화학적 불활성 운송 가스를 유동시키는 프로세스.

청구항 44.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챔버에서 압력을 20 milliTorr이하로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45.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챔버의 실리콘 표면을 적어도 245℃의 온도로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4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단계는 상기 기판으로부터 떨어진 소스 영역에서 상기 플라즈마를 여기하고, 상기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대 전극을 RF바이어싱 전력으로 RF바이어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단계가 상기 챔버로 RF 플라즈마 소스 전력을 유도적으로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
로세스.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RF 바이어싱 전력이 상기 RF 플라즈마 소스 전력의 50%와 150% 사이에 있는 프로세스.

청구항 49.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RF 플라즈마 소스 전력을 상기 챔버에 유도적으로 결합하는 단계가, 상기 영역의 내부 부분보
다 상기 기판위에 놓인 영역의 외곽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전력을 결합시키는 프로세스.

청구항 50.

기판에 형성된 기저 비산화물 층에 대하여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로서:

(a)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 옥타 플루오르화 펜타디엔,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 및 트리 플루오르화 프로핀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

(b) 모노 플루오르화 메탄 및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
fluoromethan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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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화학적 불활성 운송 가스를 포함하는 에칭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 반응 챔버로 유입시키는 단계;

지지대 전극을 RF바이어싱하는 단계; 및

상기 비산화물 코너에 대한 높은 선택도로 상기 산화물 층을 에칭하도록, 상기 지지대 전극으로부터 떨어진 플라즈마 
소스에서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로 여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는 고밀도 플라즈마인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52.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단계는 RF 에너지를 상기 플라즈마 소스 영역으로 유도적으로 결합하는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53.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비산화물 층이 실리콘 질화물을 포함하는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54.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가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을 포함하는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55.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가 헵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을 포함하는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56.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가 트리 프로핀을 포함하는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57.

기판에 형성된 비산화물 층에 대하여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방법으로서: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 및 트리 플루오르화 프로핀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불포화 3-탄소 플루오르화 탄
소의 첫 번째 양과, 상기 첫 번째 양의 적어도 네 배인 화학적 불활성 운송 가스의 두 번째 양을 포함하는 에칭 가스 혼
합제를 플라즈마 반응 챔버 내로 유입시키는 단계; 및

상기 비산화물 층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산화물 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도록,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를 플라즈마로 
여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에칭 방법.

청구항 58.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가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핀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9.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가 트리 플루오르화 프로핀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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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0.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대 전극을 RF바이어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여기 단계가 상기 
지지대 전극으로부터 떨어진 플라즈마 소스 영역에서 상기 플라즈마를 여기하는 방법.

청구항 61.

제 60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단계가 상기 챔버에서 플라즈마 소스 영역으로 RF 플라즈마 소스 전력을 유도적으로 결
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2.

제 60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가 모노 플루오르화 메탄 및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플루오르화 메탄을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유동 단계가 부가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상기 에칭 가스 혼합제를 유동시키고, 상기 불포
화 3-탄소 플루오르화 탄소보다 더욱 강하게 중합된 플루오르화 탄소 가스를 유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4.

제 63항에 있어서, 상기 플루오르화 탄소 가스가 모노 플루오르화 메탄 및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 중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 64항에 있어서, 상기 플루오르화 탄소 가스가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6.

기판에 형성된 비산화물 코너를 가진 기저 구조에 대하여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로서: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 옥타 플루오르화 펜타디엔, 펜타 플루오르화 프로필렌, 및 트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불포화 플루오르화 탄소 및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가스를 포함하는 제 1 에칭 가스 혼합제
를 플라즈마챔버로 유입시키는 제 1 유입 단계;

상기 제 1 에칭 가스 혼합제를, 상기 산화물 층을 실질적으로 수직인 프로파일로 에칭하는 첫 번째 플라즈마로 여기시
키는 제 1 여기 단계;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fluoromethane) 및 화학적 불활성 가스를 포함하는 제 2 에칭 가스 혼합제를 상기 플라
즈마 챔버로 유입시키며, 상기 제 1 유동단계에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제 2 유동 단계; 및

상기 제 2 에칭 가스 혼합제를, 상기 비산화물 코너에 대하여 강화된 선택도로 상기 산화물 층을 에칭하는 두 번째 플라
즈마로 여기시키는 제 2 여기 단계를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67.

제 66항에 있어서, 상기 두 번째 에칭 가스가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
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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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8.

제 66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동 단계에서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의 유동이 상기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
fluoromethane)의 유동보다 큰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69.

제 68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동단계에서 상기 화학적 불활성 가스의 유동이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소 및 하이
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fluoromethane)의 유동의 합보다 큰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70.

제 6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유동 단계에서 상기 화학적 불활성 가스의 유동이 상기 불활성 플루오르화 탄소의 유동보
다 큰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71.

제 66항에 있어서, 상기 불포화된 플루오르화 탄화 수소가 헥사 플루오르화 부타디엔을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72.

제 66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드로 플루오로 메탄(hydrofluoromethane)이 다이 플루오르화 메탄을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청구항 73.

제 6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여기 단계 동안 적어도 245℃의 온도로 상기 플라즈마 챔버의 실리콘 표면을 유
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산화물 에칭 프로세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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