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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LD 방법을 이용하여 반도체 기판상에 박막을 형성할 때 박막 내의 불순물 발생 및 피티클 소스 발생을 억제하기 위

하여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하는 박막 형성 방법에 관하여 개시한다. 본 발명에서는 반도체 기판상에 할로겐족 

원소를 함유하는 제1 반응물을 공급하여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된 제1 반응물 흡착층을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화학흡

착시킨다.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으로

부터 할로겐족 원소를 제거한다. 상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제1 반응물 흡착층에 제2 반응물을 공급하여 제2 반응

물 흡착층을 화학흡착시켜서 고체 박막을 형성한다.

대표도

도 2c

색인어

ALD, 할로겐족 원소, 염소, 실리콘 질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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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f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박막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2a 내지 도 2f는 본 발명에 따른 박막 형성 방법에 의하여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들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박막 형성 방법에 따라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할 때 적용된 가스 펄싱 방법을 나타낸 타이밍도

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반도체 기판, 12: 제1 반응물, 20: 제1 반응물 흡착층, 22: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흡착층, 24: 고체 박막, 32: 불

활성 가스, 34: 활성화된 수소 가스, 36: 불활성 가스, 42: 제2 반응물, 44: 불활성 가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소자 제조에 필요한 박막을 원자층 증착(atomic laye

r deposition: 이하, "ALD"라 함) 방법 에 의하여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박막은 반도체 소자의 유전막, 액정 표시 소자의 투명한 도전체, 및 전자 발광 박막 표시 소자(electrolu

minescent thin film display)의 보호층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히, 반도체 소자의 유전막으로 쓰이는 박막은 높은 커패시턴스를 확보하고 누설 전류를 억제하기 위하여 유전막 내

부 및 계면에서 불순물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형성된 박막의 스텝 커버리지(step coverage) 및 균일도(unif

ormity)가 좋아야 한다.

그러나, 통상의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또는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이용하여 박막을

형성하면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를 얻기가 어렵다. 특히, 통상의 CVD 방법에 있어서는, 서피스 카이네틱 모드(surfac

e kinetic mode)를 활용하는 증착 공정에 의하여 비교적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를 갖는 유전막을 얻을 수는 있으나, 

유전막 증착에 필요한 반응물들이 기판상에 동시에 전달되므로 특정한 부분에서의 스텝 커버리지를 필요에 따라 조

절하기가 어렵다.

근래, 상기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박막을 형성할 기판 표면에 반응물들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서피스 카

이네틱 영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를 얻을 수 있는 박막 형성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이들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ALD, 사이클릭(cyclic) CVD, 디지털 (digital) CVD, 어드밴스드(advanced) CVD 등과 

같은 방법이 있다.

반도체 소자 제조시 필요한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벌크 상태에서 우수한 특성을 제공하는 박막 재료를 반도체 소자

의 제조 공정에 도입하기 위하여는 박막으로 형성된 후에도 그 물질의 우수한 특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박막 제조 기

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기 방법들을 이용하여 박막을 제조하는 경우, 반응물을 구성하는 케미칼 리간드(chemical l

igand)에 함유되어 있는 불필요한 원자가 박막 내에 잔류하여 불순물로 되거나 기판 표면에서 파티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될 수 있다. 박막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박막 내의 불순물 또는 파티클을 콘트롤하는 데 큰 영향

을 준다.

상기 언급된 박막 형성 기술들에서는 박막 재료로서 필요한 원소를 높은 증기압 상태로 박막이 형성된 기판상에 전달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판상에 필요한 요소 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금속 전구체 (metalorganic precurs

or), 금속 할로겐화물 (metal halides) 등과 같은 형태의 반응물로 증기를 기판상에 전달한다. 형성하고자 하는 박막 

내의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기판상에 전달되는 반응물중에서 금속 원소와 유기 리간드 (organic l

igand) 또는 할로겐화물(halides)은 CVD 방법에서는 분해(decomposition)에 의하여 제거되지만, ALD 방법에서는 

화학 치환(chemical exchange)에 의하여 제거된다. 즉, ALD 방법에서는 필요한 소스 가스들이 반응 챔버 내에서 혼

합되지 않고 한 종류씩 펄스(pulse) 방식으로 유입된다. 예를 들면, 제1 소스 가스 및 제2 소스 가스를 사용하여 박막

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먼저 반응 챔버 내에 제1 소스 가스 만을 유입시켜서 기판상에 상기 제1 소스 가스를 화학 흡

착(chemisorption)시키고, 그 후 제2 소스 가스를 반응 챔버 내에 유입시켜서 상기 제2 소스 가스를 기판상에 화학 

흡착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원자층으로 이루어지는 박막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SiCl  4 와 NH  3 로부터 형성되는 Si  3 N  4 박막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거쳐 CVD 또는 ALD 방법에 의하

여 형성된다.

3SiCl  4 + 4NH  3 → Si  3 N  4 + 12HCl

이 때, CVD 방법에서는 550℃ 이상의 온도로 유지되는 기판상에 SiCl  4 및 NH  3 가 동시에 전달되며, 열분해(ther

mal decomposition)에 의하여 Si  3 N  4 박막 형성과 함께 HCl이 부산물로 생성된다. 한편, ALD 방법에서는 400℃ 

이상의 비교적 저온으로 유지되는 기판상에 SiCl  4 가 화학흡착되고, 그 위에 NH  3 가 전달되어 화학 치환에 의하여 

1층의 Si  3 N  4 층이 형성됨과 동시에 HCl이 부산물로 형성된다.



등록특허  10-0385947

- 3 -

상기와 같이 발생된 HCl 부산물은 반응 가스로서 공급되는 NH  3 와 반응하여 NH  4 Cl을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공정은 빈번한 세정 공정을 요할 뿐 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치의 다운 타임(down time)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또한, 상기와 같이 형성되는 NH  4 Cl에 의하여 박막 제조 공정중에 파티클이 다량 발생되고, 전기적 특

성이 열화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기 위

하여 비교적 저온 공정에 의하여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를 갖는 박막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기 박막 내에 불순물에 의

한 파티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박막 형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른 박막 형성 방법에서는, 반도체 기판상에 할로겐족 원소를 함

유하는 제1 반응물을 공급하여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된 제1 반응물 흡착층을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화학흡착시킨다.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으로부터 할로

겐족 원소를 제거한다. 상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제1 반응물 흡착층에 제2 반응물을 공급하여 제2 반응물 흡착층

을 화학흡착시켜서 고체 박막을 형성한다.

상기 수소 가스 공급 단계는 리모트-플라즈마(remote-plasma)에 의해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고체 박막으로서 단원자 질화물, 복합 질화물, 단원자 산화물 또는 복합 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른 박막 형성 방법은 상기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이 형

성된 결과물상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반응물을 공급하기 전에 상기 제1 반

응물 흡착층으로부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결과물상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고체 박막이 형성된 결과물상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를 사용한 퍼지(purge) 또는 펌핑(pumping)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른 박막 형성 방법에서는 원하는 두께의 박막이 얻어질 때까지 상기 제1 반응물 공급 단계, 상

기 활성화된 수소 가스 공급 단계, 및 상기 제2 반응물 공급 단계를 순차적으로 복수회 반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른 박막 형성 방법에서는, 반도체 기판상에 할로겐족 원소를 함유하는 실리콘 소스 가

스를 공급하여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된 실리콘 흡착층을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화학흡착시킨다. 상기 실리콘 흡착층

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실리콘 흡착층으로부터 할로겐족 원소를 제거한다. 상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실리콘 흡착층에 질소 소스 가스를 공급하여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NH  4 Cl과 같은 파티클 소스가 생성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방지되며, 얻어진 박막 내에 염소 원자

와 같은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하면서 비교적 저온에서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를 갖는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에 예시하는 실시예들은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상술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당 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

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첨부 도면에서 막 또는 영역들의 크기 또는 두께는 명세서의 명확성을 위하여 과

장되어진 것이다. 또한, 어떤 막이 다른 막 또는 기판의 "위"에 있다라고 기재된 경우, 상기 어떤 막이 상기 다른 막의 

위에 직접 존재할 수 도 있고, 그 사이에 제3의 다른 막이 개재될 수도 있다.

도 1a 내지 도 1f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ALD 방법으로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a를 참조하면, 반도체 소자 제조를 위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제1 소스 가스로서 제1 반응물(12)을 반도

체 기판(10)상에 공급한다. 상기 제1 반응물(12)은 통상적으로 할로겐족 원소, 예를 들면 염소 원자를 포함하는 전구

체이다. 그 결과, 상기 반도체 기판(10)상에는 제1 반응물 흡착층(20)이 화학흡착된다.

상기 제1 반응물(12)은 상기 반도체 기판(10)상에 형성하고자 하는 박막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필요에 따라 SiCl  4 ,

TiCl  4 , SiH  2 Cl  2 , Si  2 Cl  6 , TaCl  3 , AlCl  3 또는 Al(CH  3 )  2 Cl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반도

체 기판(10)상에 실리콘 질화막 또는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 반응물(12)로서 실리콘 소

스 가스인 SiCl  4 , SiH  2 Cl  2 또는 Si  2 Cl  6 를 공급한다. 상기 반도체 기판(10)상에 Ta  2 O  5 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 반응물(12)로서 TaCl  3 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반도체 기판(10)상에 Al  2 O  3 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 반응물(12)로서 AlCl  3 를 공급할 수 있다.

도 1b를 참조하면,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20)이 화학흡착된 결과물상에 잔존하는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활

성 가스(32), 예를 들면 질소 가스를 공급하여 퍼지(purge)한다. 상기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 공정 대신 펌핑

(pumping) 공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도 1c를 참조하면,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20)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활성화된 수소 가스(34)를 공급한다. 상기 활성

화된 수소 가스(34)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10)상에 공급되는 수소 가스를 리모트-플라즈마(remote-

plasma)에 의하여 활성화시키는 단계가 추가된다. 그 결과, 상기 활성화된 수소 가스(34)로부터 공급되는 수소와 상

기 제1 반응물 흡착층(20)에 결합되어 있는 할로겐족 원소가 반응함으로써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20)으로부터 할

로겐족 원소가 제거되어 상기 반도체 기판(10)상에는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흡착층(22)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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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d를 참조하면, 상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흡착층(22)이 남아 있는 결과물상에 잔존하는 부산물을 제거한다. 

이를 위하여, 도 1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불활성 가스(36)를 이용하여 퍼지하거나, 또는 펌핑 공정을 이용한

다.

도 1e를 참조하면, 상기 박막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제2 소스 가스로서 제2 반응물(42)을 상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

된 흡착층(22)상에 공급한다. 상기 제2 반응물(42)은 상기 반도체 기판(10)상에 형성하고자 하는 박막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반도체 기판(10)상에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2 반응물(4

2)로서 NH  3 또는 N  2 H  4 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잔도체 기판(10)상에 실리콘 산화막, Ta  2 O  5 막, Al  2
O  3 막과 같은 단원자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산화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2 반응물(42)로서 H  2 O 또

는 TEOS (tetraethylorthosilicate)를 공급할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제2 반응물(42)의 구성 원소중 상기 박막 형성에 필요한 원소가 상기 흡착층(22)상에 화학흡착되어 고

체 박막(24)이 형성된다.

도 1f를 참조하면, 상기 고체 박막(24)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잔존하는 부산물을 제거한다. 이를 위하여, 도 1b를 참조

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불활성 가스(44)를 이용하여 퍼지하거나, 또는 펌핑 공정을 이용한다.

원하는 두께를 가지는 박막이 얻어질 때까지 도 1a 내지 도 1f를 참조하여 설명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이

클을 복수회 반복한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지는 박막으로서 상기 제1 반응물(12) 및 제2 반응물(42)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SiN, Ti

N, TaN, AlN과 같은 단원자 질화물, WSiN, TiSiN, TaSiN, AlSiN, AlTiN과 같은 복합 질화물, Al  2 O  3 , TiO  2 , T

a  2 O  5 , SiO  2 과 같은 단원자 산화물, SrTiO  3 , PbTiO  3 , (Ba, Sr)TiO  3 , Pb(Zr, Ti)O  3 , (Pb, La)(Zr, Ti)O  3
과 같은 복합 산화물 등 다양한 막이 얻어질 수 있다.

도 2a 내지 도 2f는 본 발명에 따른 박막 형성 방법에 의하여 반도체 기판(100)상에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한 실험예

를 공정 순서에 따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반응 챔버(도시 생략) 내에 반도체 기판(100)을 로딩한 후, 상기 반응 챔버를 450℃의 비교적 저온

으로 유지하고 챔버 압력을 1 torr 이하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제1 소스 가스로

서 실리콘 소스 가스(112), 즉 SiCl  4 를 60초 동안 상기 반도체 기판(100)상에 공급하였 다. 이 때, 상기 반도체 기판

(100)상에는 실리콘 원자가 화학흡착된 상태로 Si-Cl 결합을 포함하는 흡착층이 형성된다.

도 2b를 참조하면, 상기 Si-Cl 결합을 포함하는 흡착층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N  2 가스(132)를 30초 동안 공급하여 

퍼지함으로써 상기 반도체 기판(100)상에 잔존하는 부산물을 제거하였다.

도 2c를 참조하면, 흡착층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리모트-플라즈마에 의해 활성화된 수소 가스(134)를 60초 동안 공급

하여, 이로부터 공급되는 수소와 상기 흡착층에 결합된 염소 원자를 반응시켰다. 상기 활성화된 수소 가스(134)를 제

공하기 위하여 인가된 RF 파워는 40watt이었다. 이 때, 염소 원자는 HCl의 형태로 되어 상기 흡착층으로부터 분리되

고, 상기 반도체 기판(100)상에는 실리콘 원자로만 이루어지는 흡착층이 남게 된다.

도 2d를 참조하면, 활성화된 수소 가스(132)를 공급하고 난 후, 상기 결과물상에서 HCl를 제거하기 위하여 N  2 가스

(136)를 30초 동안 공급하여 퍼지하였다.

도 2e를 참조하면,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제2 소스 가스로서 질소 소스 가스(142) 즉 NH  3 가스를 상

기 실리콘 원자로 이루어지는 흡착층상에 90초 동안 공급하여 상기 흡착층을 구성하는 실리콘과 상기 질소 소스 가스

(142)로부터의 질소와의 결합을 유도하였다. 상기 질소 소스 가스(142)로서 N  2 H  4 가스를 사용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 2f를 참조하면, 상기 질소 소스 가스(142) 공급 후 상기 반도체 기판(100)상에 잔존하는 부산물들을 제거하기 위

하여 N  2 가스(144)를 30초 동안 공급하여 퍼지하였다.

도 2a 내지 도 2f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을 1 사이클로 하는 실리콘 질화막 형성 방법에서 적용된 가스 펄싱 방법

을 도 3에 나타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은 ALD 방법에 의한 실리콘 질화막 형성 과정을 1 사이클 진행한 결과, 상기 반도체 기판(100)상에는 

염소 원자와 같은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으며 Si-N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실리콘 질화막이 2Å의 두께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원하는 두께를 가지는 실리콘 질화막이 얻어질 때까지 도 2a 내지 도 2f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을 복수회 

반복함으로써, 스텝 커버리지가 우수하고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우수한 실리콘 질화막이 얻어진다. 상기 방법에 의

하여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하면, NH  4 Cl과 같은 파티클 소스가 생성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박막 형성 방법에서는 ALD 방법에 의하여 반도체 기판상에 원하는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먼저 제

1 반응 가스를 공급한 후 퍼지에 의하여 부산물들을 제거하고,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하여 반도체 기판상에 결합

되어 있는 할로겐족 원소를 제거한다. 따라서, 그 후 박막 형성에 필요한 제2 반응 가스를 공급하였을 때 NH  4 Cl과 

같은 파티클 소스가 생성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또한, 얻어진 박막 내에 염소 원자와 같은 불순물을 함유하

지 않도록 하면서 비교적 저온에서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를 갖는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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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반도체 기판상에 할로겐족 원소를 함유하는 제1 반응물을 공급하여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된 제1 반응물 흡착층을 상

기 반도체 기판상에 화학흡착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리모트-플라즈마(remote-plasma)에 의해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

하여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으로부터 할로겐족 원소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제1 반응물 흡착층에 제2 반응물을 공급하여 제2 반응물 흡착층을 화학흡착시켜서 고

체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족 원소는 염소 원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응물은 SiCl  4 , TiCl  4 , SiH  2 Cl  2 , Si  2 Cl  6 , TaCl  3 , AlCl  3 또는 Al(CH  3 )  2 C

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박막은 단원자 질화물, 복합 질화물, 단원자 산화물 또는 복합 산화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원자 질화물은 SiN, TiN, TaN, 또는 Al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질화물은 WSiN, TiSiN, TaSiN, AlSiN 또는 AlTi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원자 산화물은 Al  2 O  3 , TiO  2 , Ta  2 O  5 또는 SiO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산화물은 SrTiO  3 , PbTiO  3 , (Ba, Sr)TiO  3 , Pb(Zr, Ti)O  3 또는 (Pb, La)(Zr, Ti)O  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이 형성된 결과물상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응물을 공급하기 전에 상기 제1 반응물 흡착층으로부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결과물

상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박막이 형성된 결과물상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

막 형성 방법.

청구항 13.
제10항 내지 제1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산물 제거 단계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한 퍼지(purge)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4.
제10항 내지 제1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산물 제거 단계는 펌핑(pumping)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원하는 두께의 박막이 얻어질 때까지 상기 제1 반응물 공급 단계, 상기 활성화된 수소 가스 공급 단

계, 및 상기 제2 반응물 공급 단계를 순차적으로 복수회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6.
반도체 기판상에 할로겐족 원소를 함유하는 실리콘 소스 가스를 공급하여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된 실리콘 흡착층을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화학흡착시키는 단계와,

상기 실리콘 흡착층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리모트-플라즈마에 의해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실리콘 흡착

층으로부터 할로겐족 원소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실리콘 흡착층에 질소 소스 가스를 공급하여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소스 가스는 SiCl  4 , SiH  2 Cl  2 또는 Si  2 Cl  6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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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질소 소스 가스는 NH  3 또는 N  2 H  4 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된 수소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상기 실리콘 흡착층이 형성된 결과물상의 부산물을 제거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질소 소스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상기 실리콘 흡착층으로부터 할로겐족 원소가 제거된 결과물

상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질화막이 형성된 결과물상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3.
제20항 내지 제2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산물 제거 단계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한 퍼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4.
제20항 내지 제2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산물 제거 단계는 펌핑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

막 형성 방법.

청구항 25.
제16항에 있어서, 원하는 두께의 박막이 얻어질 때까지 상기 실리콘 소스 가 스 공급 단계, 상기 활성화된 수소 가스 

공급 단계, 및 상기 질소 소스 가스 공급 단계를 순차적으로 복수회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형성 방법.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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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d

도면1e

도면1f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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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도면2d

도면2e

도면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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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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