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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주(主)식각가스에 여러 가스를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웨이퍼상의 박막이 선택적으로 식각되는 
부분의 측벽에 보호(Passivation)용 박막을 형성시켜서 프로파일을 개선시키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
라즈마 식각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웨이퍼 상의 실리콘 함유 막을 선택적으로 플라즈마 방식으로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에 있어서, 공급가스로써 염소(Cl) 또는 불소(F)를 포함하는 식각가스와 플라즈마 방
전에 의하여 카빈(Carbene)구조의 중간체를 생성하는 첨가가스를 혼합공급함에 따라서 막이 식각된 프로
파일의 측벽에 플라즈마 상태에서 생성되는 중간체의 결합체인 폴리머가 형성되도록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극미세 및 초집적 사양을 요구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
을 정도의 식각된 막 프로파일을 구현할 수 있어서 반도체장치가 고용량 및 고기능화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및 b도는 종래의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에 의하여 실리콘 함유 막이 식각됨에 
따른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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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웨이퍼 막 
단면도이다.

제3a도 및 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 의하여 실리콘 함유 막이 식각됨에 따른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기층                           12 : 실리콘 옥사이드 막

14 : 폴리실리콘 막                  16 : 포토레지스트 막

18 : 폴리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주(主) 식각가
스에 부가적으로 여러 가스를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웨이퍼의 막이 선택적으로 식각되는 부분의 측벽
(Sidewall)에 폴리머(Polymer)로 이루어진 보호(Passivation)용 박막을 형성시켜서 프로파일(Profile)을 
개선시키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반도체장치는 고용량 및 고기능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한정된 
영역에 보다 많은 소자의 집적이 필요하게 되었고, 웨이퍼 가공기술은 패턴(Patten)을 극미세화 및 고집
적화 시키도록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극미세화되고 고집적화된 반도체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웨이퍼 제조공정에는 건식식각 기술이 많이 이용되
고 있으며, 건식식각 기술로서 가장 일반화된 것이 플라즈마 응용 식각 방법이다.

그러나,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공정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기술이며, 플라즈마 식각공정에서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식각 프로파일, 하부 막과의 선택성(Selectivity), 식각비(Etch Rate) 및 균
일도(Uniformity) 등이다. 이들은 식각장비 또는 공급가스의 특성에 의하여 주로 좌우되며, 특히 균일도
는  대개  식각장비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세가지  사항은  공급가스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패턴의 극미세화 및 고집적화를 위한 일환으로 공급가스 에 폴리머를 형성하는 가스를 
첨가시켜서 플라즈마 식각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프로파일을 개선시키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
한 프로파일 개선에 대한 기술이 에스. 엠. 스제(S. M. Sze) 저(著) 1988년 맥그로우-힐(McGraw-Hill) 출
판사에서 출판한 "브이엘에스아이 테크놀로지(VLSI Technology)"의 2차 편집판의 200쪽 ∼204쪽과 미합중
국 특허 제4,490,209호 등에 개시되어 있다.

즉, 종래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으로 실리콘 함유 막(Layer of a Silicon-bearibg Material)을 식각할 때
에는 그 막의 성질에 따라 불소(Fluorine, F)와 염소(Chlorine, Cl)를 함유하는 할로겐(Halogen) 화합물
이 주(主) 식각가스로 공급되고, 그 외에 막의 식각 프로파일 및 하부 막과의 선택성의 개선 용도 또는 
캐리어(Carrier) 용도로 다른 가스를 주 식각가스에 혼합하여 공급한다.

혼합공급되는 가스는 각각 정해진 역할을 하며, 헬륨(Helium, He)과 아르곤(Argon, Ar)과 같은 불활성가
스는 비교적 무거운 질량을 가짐에 따라 주 식각가스의 캐리어 역할을 하면서 충돌(Phyeical Sputterng)
에 의하여 막을 식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산소(Oxygen, O₂)와 질소(Nitrogen, N2)는 플라즈마 방전에 

의하여 라디칼(Radical) 상태인 O, N 혹은 이온(lon) 상태인 O2
+
, N2

+
 등으로 존재하며 식각되는 부분에 발

생되는 폴리머를 증가 혹은 감소시켜 프로파일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HBr)는 플라즈마내에서 해리(Dissociation)된 후 브롬이 식각 부
분의 측벽에 흡착되어 Si-Br 계통의 폴리머를 형성한다. 이 Si-Br 계통의 폴리머는 식각된 막의 측벽 표
면이 염소와 반응되는 것을 차단하여 양호한 프로파일을 형성시키기 위한 보호 막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폴리실리콘(Poly-Si) 막을 전술한 종래의 염소, 브롬화수소. 산소 및 아르곤의 혼합가스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식각한 결과가 제1도의 (a) 및 (b)에 나타나 있다.

제1도에서의 폴리실리콘 막의 식각 프로파일의 형상은 대략 역사다리꼴로서 식각된 수직면이 비스듬히 형
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술한 종래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은 막이 식각된 측벽의 프로파일이 만족스러운 수직성을 갖도록 
하지 못하므로 극미세 및 고집적도가 요구되는 공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특정 막이 식각된 프로파일의 형상을 극미세 및 고집적도가 요구되는 공정에 적합하도
록 개선시키기 위한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
적은, 실리콘 함유 막을 식각시킴에 있어서 불소 또는 염소를 포함하는 주 식각가스가 플라즈마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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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되어 카빈(Carbene) 구조의 중간체를 생성하는 가스를 혼합공급하여 막이 식각된 프로파일의 형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실리콘 함유 막을 식각시킴에 있어서 불소 또는 염소를 포함하는 식각가스와 
브롬(Bromine, Br)과 할로겐 족이 결합된 첨가가스를 혼합공급하여 막이 식각된 프로파일의 형상을 개선
시키기 위한 반도체장지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실리콘 함유 막을 식각시킴에 있어서 불소 또는 염소를 포함하는 식각가스와 
보론트리브로마이드(Boron Tribromide, BBr₃) 가스를 혼합공급하여 막의 식각된 프로파일의 형상을 개선
시키기 위한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금속 막을 식각시킴에 있어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해리되어 카빈 구조의 중간체
를 생성하는 가스를 주 식각가스와 혼합공급하여 막의 식각된 프로파일의 형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반도체
장치 제조공정의플라즈마 식각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은, 복수의 공급가
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서 웨이퍼상의 폴리실리콘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른 선택적인 반
응 및 이온 충돌로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에 있어서,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Cl2, BCl, HCl 및 SiCl4 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식각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 방전시 카빈구조의 중간체를 생성시키는 CH3Br, CH2Br2, 

CHBr3, C2HBr 및 C2H4Br2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첨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

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에 의한 플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하여 상기 폴리실리
콘막을 식각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은, 복수의 공
급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서 웨이퍼상의 폴리실리콘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른 선택적인 
반응 및 이온 충돌로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에 있어서,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F2, SF6, CF4 및 CHF3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

의  식각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  방전시  카빈구조의  중간체를  생성시키는 CH3 Br, CH2Br2 , 

CHBr3, C2H5Br 및 C2H4Br2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첨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에 의한 플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하여 상기 폴리실
리콘막을 식각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은, 복수의 공급가
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서 웨이퍼상의 실리콘 옥사이드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른 선택적
인 반응 및 이온 충돌로 상기 실리콘 옥사이드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옥사이드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F2, SF6, CF4 및 CHF3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

나 또는 둘 이상의 식각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 방전시 카빈구조의 중간체를 생선시키는 
CH3Br, CH2Br2, CHBr3, C2H5Br 및 C2H4Br2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첨가가스를 공급

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에 의한 플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하
여 상기 실리콘 옥사이드막을 식각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은, 복수의 공
급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서 웨이퍼상의 실리콘 함유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른 선택적
인 반응 및 이온 충돌로 상기 실리콘 함유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스마 식각방법에 있
어서, 상기 실리콘 함유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식각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상기 식각가스에 플라즈마 방전
시 중간체를 생성시키는 BrI가스 또는 Br2가스의 첨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

에 의한 플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하여 상기 실리콘 함유막을 식각하는 단계
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은, 복수의 공
급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서 웨이퍼상의 금속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른 선택적인 반응 
및 이온충돌로 상기 금속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
을 식각하기 위하여 F2, SF6, CF4 및 CHF3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식각가스를 공급

하는  단계;  상기  식각가스에  플라즈마  방전시  카빈구조의  중간체를  생성시키는 CH3 Br, CH2Br2 , CHBr3 , 

C2H5Br 및 C2H4Br2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첨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

가스와 첨가가스에 의한 플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하여 상기 금속막을 식각하
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식각방법들은 상기 식각공정시 발생되는 식각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헬륨(He)가스 또는 아르곤
(Ar)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각대상막의 하부 막질이 실리콘 옥사이드
(SiO2)이면 막질간 식각 선택성 향상을 위하여 산소를 더 공급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빈구조의 중간체는 CxHyBrz(단 x, y 및 z는 '0' 또는 자연수)일 수 있다.

상기 중간체는 브롬화수소카빈(:CHBr), 다이하이드로겐카빈(:CH2) 또는 다이브롬카빈(:CBr2)일 수 있다.

상기 식각방법에 의한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는 유도성 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또는 
용량성 플라즈마(Capacitively Coupled Plasma)로 중간체가 변환생성되어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선택적으
로 식각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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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웨이퍼 상에 형성된 특정 막에 대하여 식각을 수행하는 것이고, 특정 막이란 실리콘 함유 막과 
금속 막을 포함하는 것이며, 실리콘 함유 막으로는 폴리실리콘 막과 실리콘 옥사이드 막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술한 막들을 식각하기 위하여 각 막들의 특성에 따라 주 식각가스와 이에 혼합되는 첨가 가스들
이 적절하게 선택됨에 따라 각 실시예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제2도를 참조하여 폴리실리콘 막에 대하여 적용된 일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2도를 참조하면, 웨이퍼에는 기층(10), 실리콘 옥사이드 막(12), 폴리실리콘 막(14) 및 마스킹을 위한 
포토레지스트 막(Photoresist Layer)(16)이 순서적으로 적층되어 있다.

기층(10)은 웨이퍼를 이루는 단결정 실리콘 성분이며, 실리콘 옥사이드 막(12)은 수백 Å 정도의 두께로 
기층(10) 상에 형성되어 있고, 폴리실리콘막(14)은 수천 Å 정도의 두께로 트랜지스터(Transistor)의 게
이트(Gate)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증착되어 있으며, 포토레지스트 막(16)은 폴리실리콘 막(14)의 에칭되지 
않을 부분을 마스킹하기 위하여 도포된 것이다.

그리고, 제2도와 같은 적층구조를 갖는 웨이퍼에 대하여 식각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는 플라즈마원
(Plasma Source)으로서 석영 튜브(도시되지 않음) 주위에 코일을 감아서 플라즈마를 유도생성시키는 유도
성 플라즈마 타입(Inductively Coupled Plasma Type)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축전(蓄電) 방식의 용량성 
플라즈마 타입(Capacitively Coupled Plasma Type)을 이용할 수도 있다. 유도성 플라즈마 타입을 이용할 
때는 식각가스의 균일한 혼합을 위하여 리액터(도시되지 않음)(Reactor) 전에 여러 장의 얇은 판막을 겹
쳐 놓은 확산기(Diffuser)를 설치한다. 그리고, 플라즈마 발생 또는 직류 바이어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인가되는 전력은 고주파(Radio Frequency)를 사용한다. 그리고 온도조건은 사용되는 가스들의 특성에 맞
는 범위로 가변 설정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식각 설비의 환경을 세팅한 후 주 식각가스는 염소를 포함하는 Cl2, BCl, HCl 

또는 SiCl4 중 하나를 택이하여 공급되고, 첨가가스로 플라즈마 방전에 의하여 카빈 구조의 중간체를 생성

하는 가스들 즉 CH3Br, CH2Br2, CHBr3, C2H5Br 또는 C2H4Br2 중 브롬화메탄(CH  3Br)이 공급된다. 이들 카빈 

구조의 중간체를 생성하는 가스들 중 브롬화메탄을 선택한 이유는 상온(약 20℃ 정도)에서 기체상태로 존
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증기압 등의 파라미터(Parameter)를 조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며, 다른 카빈 구
조의 중간체를 생성하는 가스들도 온도조건을 가변함에 따라 택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첨가가스로 프로파일 컨트롤을 위하여 산소(또는 질소)가 공급되고, 캐리어 용도로 불활성 
가스(Ar 또는 He) 중 아르곤(Ar)이 공급된다. 물론 폴리실리콘 막(14)에 대해서 불소를 포함하는 F2, SF6, 

CF4, 또는 CHF3를 주 식각가스로 공급하여 식각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일 실시예로는 염소를 포함하는 주 식

각가스가 공급된 상태에서의 식각 반응을 설명한다.  전술한 각 가스(주식각가스, Cl2 , CH3 Br 0 2  및  Ar 

등)는 공급된 후 인가되는 고주파에 의하여 플라즈마 상태의 중간체로 변환되며, 그 메카니즘은 하기 식
과 같다.

(여기에서 x는 '0' 또는 '1' , y 및 z는 '0' 내지 '2' , Rf는 고주파다)

전술한 ＜식1＞ 내지 ＜식3＞ 외에도 불활성기체가 해리되어 활성화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상
태로 활성화된 성분은 하기의 식들과 같이 포토레지스트 막(16)에 의하여 마스킹되지 않은 폴리실리콘 막
(14)의 표면과 반응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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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1＞과 같이 활성화된 염소는 활성화된 캐리어가스인 아르곤에 실려서 폴리실리콘 막(14)의 표면
으로 이동되어 ＜식4＞와 같이 폴리실리콘 막(14)의 표면에 포함된 실리콘(Si) 성분과 결합되어서 실리콘
클로라이드(SiCl)를 생성하고, 실리콘클로라이드는 폴리실리콘 막(14)의 표면에서 고착된다.

그리고, ＜식2＞와 같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생성된 브롬은 ＜식5＞와 같이 폴리실리콘 막(14)의 표면에 
포함된 실리콘(Si) 성분과 결합되어 폴리머인 Si-Br을 형성하면서 표면에 고착된다.

또한, ＜식2＞에서 생성된 CxHyBrz는 H-C-Br 구조를 갖는 카빈이며, 이것은 ＜식6＞과 같이 폴리실리콘 막

(14)의 표면에 포함된 실리콘(Si) 성분과 결합되어 식각되어 형성되는 프로파일의 표면 및 측면에 체인 
형태로 결합된 폴리머 즉 CxHyBrz-CxHyBrz의 결합을 갖는다.

여기에서 각 구성원소가 x : y : z의 비율로 조합된 카빈 CxHyBrz은 그 비율이 x는 '0'과 '1' 그리고 y와 

z는 '0' 내지 '2'의 범위 내에서 가변되어 형성된다. 이를 감안하면 브롬화수소카빈(:CHBr)과 다이하이드
로겐카빈(:CH2) 및 다이브롬카빈(:CBr2)이 각각 형성되어 폴리머를 이룰수 있다.

즉, 웨이퍼의 폴리실리콘 막(14)은 전술한 과정에 의하여 생성되는 SiCl과 SiBr의 형성에 의하여 제3도와 
같은  형상으로  식각되고,  폴리실리콘  막(14)이  식각됨에  따라서  식각되는  표면에  폴리머로  SiBr과 
CxHyBrz-CxHyBrz가 흡착 또는 형성된다.

폴리머는 식각되는 폴리실리콘 막(14)의 프로파일 표면 상 즉 측면 또는 저면에 형성될 수 있다. 측면에 
형성되는 폴리머(18)는 폴리실리콘 막(14)의 표면에 포함된 실리콘과 플라즈마 상태의 염소과의 반응을 
차단하여 측벽의 프로파일이 수직성을 갖도록 하고, 프로파일의 측벽 수직성은 폴리머(18)에 의하여 확보
됨에 따라 측벽의 과식각 또는 비정상적인 프로파일로의 식각이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저면에 형성된 
폴리머는 폴리실리콘 막(14)의 표면에 포함된 실리콘과 플라즈마 상태의 염소와의 반응을 차단하여 식각
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그러나 저면의 폴리머는 활성화된 아르곤의 충돌에 의하여 제거되므로 식
각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술한 과정과 같이 식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플라즈마 식각을 위한 아르곤의 충돌은 폴리실리콘 막
(14)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스킹을 위한 포토레지스트 막(16)의 표면에도 이루어진다. 이때 포토
레지스트에는 카본(Carbon, C)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르곤의 충돌에 의하여 카본성분이 발산된다.

카본성분은 산소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폴리실리콘 막(14)의 하부가 제2도와 같이 실리콘 옥사이드 
막(12)로 이루어진 경우, 식각 정도에 따라 카본은 폴리실리콘(14)의 하부 막인 실리콘 옥사이드 막(12)
에 포함된 산소와 결합하려 한다.

따라서 실리콘 옥사이드의 산소와 카본이 결합하면 실리콘 옥사이드 막(12)에 대해서도 식각이 이루어지
게 되므로, 식각의 층간 선택성이 저하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소(O2) 가스를 공

급한다. 그러면 산소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 라디칼(Radical)(O) 상태 또는 이온 상태(O2
+
)로 변화되고, 

이것은 탄소와 결합하여 일산화탄소(Carbon Monooxide,CO) 및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CO2)로 된다.    

그러므로, 산소 가스의 공급은 식각과정에서 발생된 카본 성분에 의하여 층간 선택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소 가스의 양이 염소 가스에 비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정 수준
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산소 가스와 주 식각가스인 염소 가스의 양을 1 : 2 내지 1 
: 4 정도로 공급함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실제 테스트한 결과가 제3도의 (a) 및 (b)에 나타나 있다.

테스트 환경은 주 식각가스로 Cl2를 공급하고, 첨가가스로 CH3Br과 O2 및 불활성 가스를 섞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식각 장비의 조건은 전력은 800 ~ 1000W, 바이어스 파워(Bias Power)는 0 ~ 300W, 전체 압력은 2 
~ 15mT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급되는 각 가스의 양은 Cl2는 10 ~ 200 sccm, CH3Br은 2 ~ 100sccm, O2는 0 

~ 100 sccm 및 불활성가스는 0 ~ 200sccm으로 조절하여 공급하였다.

여기에서  기체공급단위  sccm은  0℃,  1기압하에서  유체가  1분당  공급되는  단위입방센티메터(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그리고, 식각이 이루어지는 내부 온도를 조절
하기 위한 전극의 온도는 -20℃ ~ 60℃ 정도로 설정되었다.

전술한 조건으로 실험한 결과인 제3a도 및 b도의 프로파일을 종래의 방법으로 식각한 제1a도 및 b도의 프
로파일과 비교하면, 제1a도 및 b도의 프로파일은 포토레지스트 막(16)과 폴리실리콘 막(14)의 경계면이 
매끄러운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측벽이 비스듬하여 전체적인 프로파일이 역사다리꼴의 형상을 이루는 
반면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제3도의 (a) 및 (b)의 프로파일은 포토레지스트 막(16)과 폴리실리콘 
막(14)의 경계면이 매끄러운 직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측벽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인 프로파일이 장
방형상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제3a도 및 b도에서 고밀도 플라즈마(High Density Plasma) 식각공정에서 나타나는 트렌치(Trench)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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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는 제3a도 및 b도와 같이 면이 매끄럽고 수직성을 제공하므로 고집적 
및 초미세 패턴의 형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로는 실리콘 함유 막인 폴리실리콘 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F2, SF6, CF4 또는 CHF3 중 어느 하나를 주 식각가스로를 사용하고, 플라즈마 방전에 의하여 카빈구조의 중

간체를 생성하는 CH3Br, CH2Br2, CHBr3, C2H5Br 또는 C2H4Br2 중 어느 하나를 첨가가스로 택일적으로 선택하

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술한 제2 실시예에서 식각을 위하여 혼합되는 다른 가스들은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하고, 설비의 식각 
환경도 거의 동일하며, 식각에 의하여 형성되는 측벽 폴리머가 보호용 패시베이션으로 작용하여 프로파일
의 형상이 개선되며, 따라서 제2 실시예도 제1 실시예와 같이 고집적 및 고밀도의 패턴을 형성시키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제3 실시예로서 실리콘 옥사이드 막을 식각할 때도 본 발명은 적용될 수 있으며, 제3 실시예는 
실리콘 옥사이드 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실리콘 옥사이드 막 식각을 위한 주 식각가스인 불소를 
포함하는 F2, SF6, CF4 또는 CHF3 중 어느 하나와 플라즈마 방전에 의하여 카빈구조의 중간체를 생성하는 

CH3Br, CH2Br2, CHBr3, C2H5Br 또는 C2H4Br2 중 어느 하나를 첨가가스로 택일적으로 선택한 것 및 기타 가스

를 혼합한 가스를 이용하여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효과를 얻었다.

그리고, 제4 실시예로서 실리콘 함유 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브롬과 할로겐 족에 포함된 한 원자가 결합된 
BrI 또는 Br2 중 하나가 주 식각가스에 혼합공급되어 측벽에 폴리머를 형성시킬 수 있고, 또 제5 실시예로

서 주 식각가스와 더불어 첨가가스로 BBr3를 혼합하여 식각을 수행한 결과 양호한 프로파일을 얻었다.

전술한 제1 내지 제5 실시예와 같이 실리콘 함유 막의 건식식각 이외에도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로 금속막
에 대하여 플라즈마 방전에 의하여 카빈구조를 갖는 중간체를 생성하는 성분을 첨가가스로 이용하여 식각
된 부분에 폴리머를 형성시킴으로써 프로파일을 개선하고 측벽의 수직성을 보장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건식식각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어려운 식각 프로파일의 개선이 본 발명
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 첨가가스들의 중간체로 형성되는 폴리머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고, 본 발명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건식식각된 막의 프로파일은 완전한 수직성을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극미세 및 초집적 사양을 요구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
을 정도의 식각된 막의 프로파일의 형태가 이루어지므로, 반도체장치는 고용량 및 고기능화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
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
구 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공급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서 웨이퍼상의 폴리실리콘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른 
선택적인 반응 및 이온 충돌로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에 있어서,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Cl2, BCl, HCl 및 SiCl4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식각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 방전시 카빈구조의 중간체를 생성시키는 CH3Br, CH2Br2, CHBr3, C2H5Br 및 C2H4Br2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첨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에 의한 플
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을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하여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는 단계를 구비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공정시 발생되는 식각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헬륨(He)가스 또는 아르곤(A
r)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
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브롬화수소카빈(:CHBr)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다이하이드로겐카빈(:CH2)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는 유도성 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타입의 플라
즈마원에 의해 중간체가 변호나생성되어 상기 폴리실리콘 막질을 선택적으로 식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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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는 용량성 플라즈마(Capacitively Coupled Plasma)타입의 플라
즈마원에 의해 중간테가 변화생성되어 상기 폴리실리콘 막질을 선택적으로 식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7 

복수의 공급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서 웨이퍼상의 폴리실리콘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른 
선택적인 반응 및 이온 충돌로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에 있어서,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F2, SF5, CF4 및 CHF3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

는 둘 이상의 식각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 방전시 카빈구조의 중간체를 생성시키는 CH3Br, CH2Br2, CHBr3, C2H5Br 및 C2H4Br2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첨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에 의한 플
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 패턴을 식각 마스트로하여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공정시 발생되는 식각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헬륨(He)가스 또는 아르곤(A
r)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
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카빈구조의 중간체는 CxHyBrz(단 x, y 및 z는 '0' 또는 자연수) 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브롬화수소카빈(:CHBr)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다이하이드로겐카빈(:CH2)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다이브롬카빈(:CBr2)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

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실리콘막의 하부 막질이 실리콘 옥사이드(SiO2)이면 막질간 식각 선택성 향상을 

위하여 산소(O2)를 더 공급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는 유도성 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타입의 플라
즈마원에 의해 중간체가 변환생성되어 상기 폴리실리콘 막질을 선택적으로 식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1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는 용량성 플라즈마(Capacitively Coupled Plasma)타입의 플라
즈마원에 의해 중간체가 변환생성되어 상기 폴리실리콘 막질을 선택적으로 식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16 

복수의 공급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서 웨이퍼상의 실리콘 옥사이드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른 선택적인 반응 및 이온 충돌로 상기 실리콘 옥사이드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옥사이드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F2, SF6, CF4 및 CHF3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식각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 방전시 카빈구조의 중간체를 생성시키는 CH3Br, CH2Br2, CHBr3, C2H5Br 및 C2H4Br2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첨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에 의한 플
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하여 상기 실리콘 옥사이드막을 식각하는 단계를 구비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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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공정시 발생되는 식각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헬륨(He)가스 또는 아르곤
(Ar)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카빈구조의 중간체는 CxHyBrz(단 x, y 및 z는 '0' 또는 자연수)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브롬화수소카빈(:CHBr)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다이하이드로겐카빈(:CH2)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

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다이브롬카빈(:CBr2)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

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는 유도성 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타입의 플라
즈마원에 의해 중간체가 변환생성되어 상기 폴리실리콘 막질을 선택적으로 식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는 용량성 플라즈마(Capacitively Coupled Plasma)타입의 플
라즈마원에 의해 중간체가 변화생성되어 상기 폴리실리콘 막질을 선택적으로 식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24 

복수의 공급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화시켜서 웨이퍼상의 실리콘 함유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
른 선택적인 반응 및 이온 충돌로 상기 실리콘 함유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함유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식각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상기 식각가스에 플라즈마 방전시 중간체를 생성시키는 BrI가스 또는 Br2가스의 첨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가스와 첨가가스에 의한 플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하여 상기 실
리콘 함유막을 식각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
마 식각방법.

청구항 25 

복수의 공급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화시켜서 웨이퍼상의 금속막을 상부에 마스킹된 패턴에 따른 선택
적인 반응 및 이온 충돌로 상기 금속막을 식각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을 식각하기 위하여 F2, SF6, CF4 및 CHF3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식각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상기  식각가스에  플라즈마  방전시  카빈구조의  중간체를  생성시키는 CH3 Br, CH2Br2 , CHBr3 , C2H5 Br  및 

C2H4Br2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첨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가스와 첨

가가스에 의한 플라즈마에 의하여 상기 마스킹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하여 상기 금속막을 식각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공정시 발생되는 식각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헬륨(He)가스 또는 아르곤
(Ar)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브롬화수소카빈(:CHBr)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체는 다이하이드로겐카빈(:CH2)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장치 제조공정

의 플라즈마 식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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