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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특징은, 진공처리실내에 처리가스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발생장치에 의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상기 플라즈마

에 의해 시료대 위에 얹어 놓여진 시료를 플라즈마처리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진공처리실내에 배치되는

광학적 반사체와 처리실 내부에 플라즈마(P)를 발생하여 시료(W)를 처리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에 있어서, 진공처리실의

광학적 반사체와 대향하는 위치에 형성된 깊이/지름의 비가 5 이상 100 이내인 적어도 1개 이상의 관통구멍과, 이 관통구

멍을 거쳐 상기 광학적 반사체의 표면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계측하는 수단을 설치하였다. 상기 광학적 반사체는 예

를 들면 시료대상에 얹어 놓여진 시료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플라즈마 에칭장치의 단면 모식도,

도 2는 본 발명의 요부인 관통구멍 부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

도 3은 본 발명에 있어서의 관통구멍 배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도 4는 본 발명에 있어서의 관통구멍 배치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도 5는 본 발명에 있어서의 관통구멍의 입체각에 대한 종횡비 의존성을 나타내는 도,

도 6은 본 실시예에 있어서 실험적으로 얻어진 신호파형의 모식도를 나타내는 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결상 광학계를 사용한 예를 설명하는 도,

도 8은 도 6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작용을 설명하는 도,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광전송체에 중공형의 구조를 사용한 예를 설명하는 도,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반사체를 서셉터나 처리실 측벽에 설치함으로써 장치진단을 행한 예를 설명하는 도,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가스 공급 플레이트의 소모검지에 관한 장치진단을 행한 예를 설명하는 가스 유출구

멍의 단면도,

도 12는 도 11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발광변화와 입체각 변화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라즈마처리장치 및 시료의 처리방법, 특히 반도체제조공정에 있어서의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는 데 가장 적합

한 플라즈마처리장치 및 시료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처리실내의 플라즈마발광이나 웨이퍼 등의 시료 표면의 박

막의 상태를 계측하는 장치 및 시료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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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제조공정에서는 에칭, 성막, 애싱 등의 미세가공 공정으로 플라즈마처리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플라즈마처리

장치는 진공처리실(리액터)의 내부에 도입된 공정가스를 플라즈마발생수단에 의해 플라즈마화하여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서 반응시켜 미세한 구멍이나 홈 등의 가공 또는 성막 등의 처리를 행함과 동시에, 휘발성의 반응 생성물을 배기함으로써,

소정의 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 플라즈마처리장치에 있어서는, 처리중인 플라즈마로부터의 발광을 검출하여 에칭처리의 종점을 검출하거나, 플라즈마

발광의 웨이퍼 표면의 박막에 있어서의 반사광이나 간섭신호 등으로부터 막두께나 에칭·성막의 속도(레이트)를 실시간으

로 측정하여 플라즈마처리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행하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평5-136098호 공보에는 평

행평판형 플라즈마 에칭장치에 있어서, 웨이퍼와 대향하는 전극면에 2개 이상의 플라즈마 수광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웨이

퍼상의 복수점의 플라즈마 발광강도로부터 비율이나 막두께의 균일성이나 분포에 관한 정보를 얻어 플라즈마 밀도를 균일

화시키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또 일본국 특개평3-148118호 공보에는 평행평판형 플라즈마 에칭장치에 있어서, 레이저광을 상부 평판전극을 관통하여

위쪽으로부터 웨이퍼에 조사하여 반사 레이저광으로부터 에칭량을 측정하여 종점을 검출하는 장치에 대하여, 상부 전극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석영제의 전극커버의 레이저광이 통과하는 부분에 φ10 mm 정도의 구멍을 형성함으로써, 전극커버

가 오염되어도 레이저광이 감쇠하는 일 없이 정확하게 에칭량을 측정하여 안정되게 종점검출을 행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었다.

먼저, 웨이퍼 표면의 박막 등의 상태의 모니터링은, 웨이퍼에 대향하는 위쪽 또는 45도 정도까지의 경사 위쪽으로부터 계

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측이 가능한 플라즈마처리장치는 방식이나 구조가 한정되어 버린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파 ECR 방식이나 유도결합방식의 플라즈마처리장치 등에서는 처리실내에 마이크로파를 방사하거나 유도전

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석영제의 투명한 창이나 판을 웨이퍼의 위쪽에 설치하는 일이 있고, 이 경우에는 웨이퍼 표면의 상

태를 위쪽으로부터 계측할 수 있다. 그러나 용량결합식의 이른바 평행평판형의 플라즈마처리장치에서는 웨이퍼에 대향하

는 상부전극은 알루미늄 등의 도전성의 금속 이기 때문에, 웨이퍼 표면을 직접 투시할 수 있는 구조로는 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웨이퍼 표면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일본국 특개평5-136098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웨이퍼와 대향하는 전극

면에 플라즈마 수광센서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전을 거듭함에 따라 플라즈마 수광센서에는 반응 생성물이

퇴적되어가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안정된 계측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일본국 특개평3-148118호 공보에 기재된 방법 으로,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는 석영제 전

극커버의 레이저광이 통과하는 계측부분에 φ10 mm 정도의 구멍을 형성함으로써, 석영 커버 표면에 퇴적막이 부착되더라

도 계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방법도 역시 안정된 계측은 곤란하다. 플라즈마처리에 필

요한 소정의 플라즈마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상부 전극에는 수 kW 쯤의 대전력의 고주파 전력이 인가되기 때문에, 상기 공

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φ10 mm 정도의 구멍을 전극이나 전극커버에 형성하면, 구멍 부분에서 국부적인 이상방전

을 야기하거나, 구멍의 내부에 플라즈마가 침입하거나 하여 상부 전극이나 전극커버가 손상을 받게 된다. 또 상부 전극에

는 바이어스가 인가되기 때문에, 전극커버의 구멍을 통하여 상부 전극이 플라즈마중의 이온으로 스퍼터되게 되나, 상부 전

극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되거나 이물발생의 요인이 되거나 한다는 문제도 있다.

물론, 웨이퍼에 대향하는 위쪽으로부터가 아니고, 처리실의 측벽으로부터 얕은 각도를 가지게 하여 웨이퍼 표면을 계측하

는 것도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특히 산화막 에칭장치에서는 공정가스의 과잉한 해리를 억제하거나 공정 재현성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료와 대향하여 대략 수 10 mm 정도의 거리를 둔 위치에 실리콘 등의 평판을 대향시켜 설치하는

대향 평판형의 구조를 취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 웨이퍼에 대한 계측의 각도는 현실적으로는 10도 정도가 되지 않을 수

없어 계측 정밀도를 충분히 취하기는 곤란하다. 이 때문에 대향 평판형의 플라즈마처리장치에 있어서도 웨이퍼에 대향하

는 위쪽으로부터 웨이퍼 표면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었다.

또 앞서 마이크로파 ECR 방식이나 유도결합방식의 플라즈마처리장치 등에서 웨이퍼 위쪽의 석영제 투명창으로부터 웨이

퍼 표면의 계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방전을 거듭할 때 마다 석영제 창의 표면에 반응 생성물이 부착되어

투과율이 저하하거나, 반대로 표면이 에칭되어 거칠어지기 때문에, 역시 장기간에 걸친 안정된 계측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

어 실용적이지 않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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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진공처리실의 외부로부터 시료면이나 플라즈마의 상태 또는

진공처리실의 벽면의 상태를 정밀도좋게, 또한 이상방전이나 이물을 발생시키는 일 없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계측할 수

있는 플라즈마처리장치 및 시료의 처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과제에 대하여, 실용성과 신뢰성의 관점에서 검토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해결방법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본 발명은 진공처리실내에 처리가스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발생장치에 의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 플라즈마에 의해 시

료대 위에 얹어 놓여진 시료를 플라즈마처리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진공처리실내에 배치되는 광학적 반사

체와, 상기 진공처리실의 광학적 반사체와 대향하는 위치에 형성된, 깊이/지름의 비가 5 이상 100 이내인, 적어도 1개 이

상의 관통구멍과, 이 관통구멍을 거쳐 상기광학적 반사체의 표면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계측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진공처리실내에 처리가스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발생장치에 의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 플라

즈마에 의해 시료대 위에 얹어 놓여진 시료를 플라즈마처리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진공처리실내에 배치되

는 광학적 반사체와, 상기 진공처리실의 광학적 반사체와 대향하는 위치에 또한 상기 플라즈마와 접하는 위치의 구조체에

형성된, 깊이/지름의 비가 5 이상 100 이내인 적어도 1개 이상의 관통구멍과, 이 관통구멍의 뒤면에 그 한쪽의 끝면이 상

기 구조체에 거의 접하도록 하여 설치된 광전송체와, 이 광전송체의 다른 끝면에 배치된 광학 전송수단과, 상기 광전송체

와 상기 광학전송수단을 거쳐 상기 광학적 반사체의 표면 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계측하는 수단을 구비한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상기 관통구멍의 크기를 지름 φ0.1 mm 이상 5 mm 이하, 바람직하게는 지름 φ0.3 mm 이상 2

mm 이하로 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상기 관통구멍을 복수개 형성하고, 상기 관통구멍이 형성된 영역의 모든 면적에 대한 상기 관통

구멍의 개구면적의 총합을 5% 내지 50%로 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상기 광전송체로서 석영 및 사파이어를 사용한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상기 진공처리실의 대기개방 시에 상기 광전송체를 고정하는 1세트의 유지수단과 진공밀봉수

단만을 떼어냄으로써 상기 광전송체를 용이하게 교환가능한 구조로 한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진공처리실내에 처리가스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발생장치에 의해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이 플라

즈마에 의해 시료대 위에 얹어 놓여진 시료를 플라즈마처리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진공처리실내에 배치되

는 광학적 반사체와, 상기 진공처리실의 광학적 반사체와 대향하는 위치에 형성된 깊이/지름의 비가 5 이상 100 이내인 적

어도 1개 이상의 관통구멍과, 이 관통구멍을 거쳐 상기 광학적 반사체의 표면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계측하는 수단

과, 상기 광학정보의 변동에 의거하여 이물의 발생상황을 판정하는 수단을 구비한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진공처리실내에 처리가스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발생장치에 의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 플

라즈마에 의해 시료대 위에 얹어 놓여진 시료를 플라즈마처리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진공처리실내에 배치

되는 광학적 반사체와, 상기 진공처리실의 광학적 반사체와 대향하는 위치에 또한 상기 플라즈마와 접하는 위치의 구조체

에 형성된 깊이/지름의 비가 5 이상 100 이내인 적어도 1개 이상의 관통구멍과, 이 관통구멍을 거쳐 상기 광학적 반사체의

표면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계측하는 수단과, 상기 광학정보의 변동에 의거하여 상기 구조체의 소모상황을 판정하는

수단을 구비한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진공처리실내에 처리가스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발생장치에 의해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이 플라

즈마에 의해 시료대 위에 얹어 놓여진 시료를 플라즈마처리하는 시료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진공처리실의 상기 시료

와 대향하는 위치의 상기 진공처리실의 벽에 형성된, 깊이/지름의 비가 5 이상 100 이내인 적어도 1개 이상의 관통구멍을

거쳐 상기 시료의 표면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계측하고, 상기 광학정보의 변동에 의거하여 상기 시료 표면의 박막의

상태를 계측하면서 상기 시료의 처리를 행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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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진공처리실내에 배치되는 광학적 반사체와, 진공처리실의 광학적 반사체와 대향하는 위치에 형성된 깊

이/지름(종횡비)이 5 이상 100 이내인 적어도 1개 이상의 관통구멍과, 이 관통구멍을 거쳐 상기 광학적 반사체의 표면상태

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계측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방전을 거듭하여도 광전송체의 끝면에 반응 생

성물이 부착되어 광투과 특성이 저하하는 일은 없다.

또 관통구멍의 지름이 작고, 또한 종횡비가 크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관통구멍의 내부에 침입하여 이상방전을 발생하는 일

이 없다.

또한 광전송체로서 광투과 특성이 뛰어나고, 또 내플라즈마성이 높은 석영 또는 사파이어를 사용함으로써, 광전송체의 끝

면의 손상에 의한 광학적인 성능의 저하를 충분히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안정된 계측이 가능해진다.

또한 복수의 관통구멍을 밀집하여 배치하여 개구율을 5% 내지 50%로 함으로써, 시료 표면이나 플라즈마발광을 충분한 감

도와 정밀도를 가지고 계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광전송체를 용이하게 교환 가능한 구조로 함으로써, 플라즈마처리장치의 웨트 클리닝 시의 중단시간(down time)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처리장치의 가동율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다.

또 이물의 원인이 되는 서셉터 주위나 처리실의 측벽에 퇴적한 반응 생성물이 반사체로부터 벗겨지면 반사체로부터의 광

량이 변화하므로, 그 변동을 검출함으로써, 이물발생의 다발을 방지하는 경고를 낼 수 있다. 이 경고에 의해 적절한 모든

청소시기를 결정하여 장치운용 시의 이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플레이트에 설치된 관통구멍으로 계측되는 발광량을 감시함으로써, 플레이트의 소모를 검지하여 장치운용 시의 이상

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을 유자장 UHF대 전자파 방사 방전방식의 플라즈마 에칭장치에 적용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기 플

라즈마 에칭장치의 단면 모식도이다.

도 1에 있어서, 처리실(100)은 10-6 Torr 정도의 진공도를 달성 가능한 진공용기이고, 그 상부에 플라즈마 발생수단으로

서의 전자파를 방사하는 안테나(110)를, 그 하부에는 웨이퍼 등의 시료(W)를 얹어 놓는 하부 전극(130)을 각각 구비하고

있다. 안테나(110)와 하부 전극(130)은 평행하게 대향하는 형태로 설치된다. 처리실 (100)의 주위에는 예를 들면 전자코

일과 요크로 이루어지는 자장형성수단 (101)이 설치되어 있어, 소정의 분포와 강도를 가지는 자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안

테나 (110)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와 자장형성수단(101)으로 형성되는 자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처리실 내부로 도입된

처리가스를 플라즈마화하여 플라즈마(P)를 발생시켜 하부 전극(130) 상의 시료(W)를 처리한다.

처리실(100)은 진공실(103)에 접속된 진공 배기계(104)와 압력제어수단(105)에 의해 진공배기와 압력조정이 이루어져,

내부의 압력이 예를 들면 0.5 Pa 이상 4 Pa 이하 정도의 소정의 값으로 제어할 수 있다. 처리실(100) 및 진공실(103)은 어

스전위로 되어 있다. 처리실(100)의 측벽(102)은 도시 생략한 온도제어수단에 의해 예를 들면 50℃ 정도로 온도 조절되어

있다.

전자파를 방사하는 안테나(110)는 원판형상 도전체(111), 유전체(112), 유전체 링(113)으로 이루어지고, 진공용기의 일

부로서의 하우징(114)에 유지된다. 또원판형상 도전체(111)의 플라즈마에 접하는 쪽의 면에는 구조체 즉 플레이트(115)

가 설치된다. 시료의 에칭, 성막 등의 처리를 행하는 처리가스는 가스 공급수단 (116)으로부터 소정의 유량과 혼합비를 가

지고 공급되어, 원판형상 도전체(111)의 내부에서 균일화되어 플레이트(115)에 설치된 다수의 구멍을 통하여 처리실

(100)에공급된다. 원판형상 도전체(111)는 도시 생략한 온도제어수단에 의해 예를 들면 30℃로 온도 조절되어 있다. 안테

나(110)에는 안테나 전원(121), 안테나 바이어스전원(123) 및 매칭회로·필터계(122, 124, 125)로 이루어지는 안테나 전

원계(120)가 도입단자(126)를 거쳐 접속된다. 안테나 전원(121)은 바람직하게는 300 MHz 내지 900 MHz의 UHF 대 주

파수의 전력을 공급하여 안테나(110)로부터 UHF 대의 전자파를 방사한다.

등록특허 10-0545034

- 5 -



안테나 바이어스 전원(123)은 원판형상 도전체(111)를 거쳐 플레이트(115)에 예를 들면 100 kHz 정도 또는 수 MHz 내지

10 MHz 정도의 주파수의 바이어스를 인가하여, 플레이트(115)의 표면에서의 반응을 제어한다. 특히 CF계의 가스를 사용

한 산화막 에칭에 있어서는, 플레이트(115)의 재질을 고순도의 실리콘이나 카본 등으로 함으로써, 플레이트(115)의 표면

에서의 F 래디컬이나 CFx 래디컬의 반응을 제어하여 래디컬의 조성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플레

이트 (115)에는 고순도의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다. 또 원판형상 도전체(111) 및 하우징에는 알루미늄, 유전체(112) 및 유

전체 링(113)에는 석영을 사용하고 있다. 플레이트 (115)의 하면과 웨이퍼(W)의 거리(이하, 갭이라 함)는 30 mm 이상

150 mm 이하, 바람직하게는 50 mm 이상 120 mm 이하로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안테나 전원(121)은 450MHz, 안테나

바이어스 전원(122)은 13.56 MHz의 주파수로 하여 갭은 70 mm로 설정하고 있다.

처리실(100)의 하부에는 안테나(110)에 대향하여 하부 전극(130)이 설치되어 있다. 하부 전극(130)은 정전흡착장치(131)

에 의해 그 상면 즉 시료를 얹어 놓는 면에 웨이퍼 등의 시료(W)를 얹어 놓고 유지한다. 시료(W)의 바깥 둘레부에는 예를

들면 고순도의 실리콘으로 형성된 시료대 링(132)이 절연체(133)의 위에 설치되어 있다. 하부 전극(130)에는 바람직하게

는 400 kHz 내지 13.56 MHz 범위의 바이어스 전력을 공급하는 바이어스 전원(134)이 매칭회로·필터계(135)를 거쳐 접속

되어 시료(W)에 인가되는 바이어스를 제어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바이어스 전원 (134)은 주파수를 800 kHz 로 하고 있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요부인 시료(W) 표면의 상태를 계측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측 포트(140A, 140B)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계측 포트(140A, 140B)는 시료(W)에 대향한 안테나(110)에 설치되어 있고,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플레이트(115)에 형성된 다수의 관통구멍을 통하여 시료(W) 표면의 박막 등의 상태를 수직 위쪽으로부터 계측할 수 있다.

그리고 계측 포트(140B)를 시료(W)의 바깥 둘레부를 계측하는 위치, 계측 포트(140A)를 시료(W)의 바깥 둘레와 중심의

중간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시료(W) 표면의 면내 분포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물론 계측 포트의 설치는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깥 둘레부와 중간부의 2개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1개소만 또는 3개소 이상으로 하여도 좋고, 또

는 예를 들면 원 둘레상에 배열하는 등, 다른 배치로 하여도 좋음은 물론이다.

계측 포트(140A, 140B)에는 예를 들면 광파이버나 렌즈 등의 광학 전송수단 (151A, 151B)이 설치되어 있고, 플라즈마

(P)로부터의 직접광이나 또는 플라즈마(P)의 웨이퍼(W) 표면에서의 반사광 또는 간섭광 등의 웨이퍼(W)의 표면상태를 반

영하는 광학정보가 예를 들면 카메라나 간섭 박막계 혹은 화상처리장치 등으로 이루어지는 계측기(152)에 전송되어 계측

된다. 계측기(152)는 계측기 제어·연산수단 (153)에 의해 제어됨과 동시에, 또한 상위의 시스템 제어수단(154)과 접속된

다. 시스템 제어수단(154)은 제어 인터페이스(155)를 거쳐 장치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나 제어를 행한다.

본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에칭장치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이 플라즈마 에칭장치를 사용하여 예를 들면 실리콘

산화막의 에칭을 행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공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처리 대상물인 웨이퍼(W)는 도시를 생략한 시료 반입기구로부터 처리실(100)에 반입된 후, 하부 전극(130)의 위에

얹어 놓여지고 흡착되며 필요에 따라 하부 전극의 높이가 조정되어 소정의 갭으로 설정된다. 이어서 처리실(100)내는 진

공 배기계(106)에 의해 진공배기되고, 한편, 시료(W)의 에칭처리에 필요한 가스, 예를 들면 C4F8과 Ar과 O2가 가스공급수

단(116)으로부터, 소정의 유량과 혼합비, 예를 들면 Ar 400 sccm, C4F8 15 sccm, O2 5 sccm을 가지고 안테나(110)의 플

레이트 (115)로부터 처리실(100)에 공급된다. 동시에 처리실(100)의 내부가 소정의 처리압력, 예를 들면 2 Pa가 되도록

조정된다. 한편, 자장형성수단(101)에 의해 안테나 전원(121) 주파수의 450 MHz 에 대한 전자사이클로트론공명 자장강

도에 상당하는 개략 160 가우스의 대략 수평한 자장이 플레이트(115)의 아래쪽 부근에 형성된다. 그리고 안테나 전원

(121)에 의해 안테나(110)로부터 UHF 대의 전자파가 방사되어 자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처리실(100)내에 플라즈마(P)

가 생성된다. 이 플라즈마(P)에 의해 처리가스를 해리(解離)시켜 이온·래디컬을 발생시키고, 다시 안테나 고주파 전원

(123), 바이어스 전원(134)을 제어하여 웨이퍼(W)에 에칭 등의 처리를 행한다.

각 전원의 투입전력은 예를 들면 안테나 전원(121)은 1000 W, 안테나 고주파전원(123)은 300 W, 바이어스 전원(141)은

800 W 정도이다. 그리고 에칭처리의 종료에 따라 전력 및 처리가스의 공급을 정지하여 에칭을 종료한다.

이 처리중의 플라즈마발광이나 웨이퍼 표면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가 계측 포트(140A, 140B)를 통하여 광학전송수단

(151A, 151B)에 의해 전송되어 계측기 (152)로 계측이 이루어지고, 계측기 제어·연산수단(153)으로 계측 결과에 의거하

여 연산처리가 이루어져 상위의 시스템 제어수단(154)에 전달되어 제어 인터페이스 (155)를 거쳐 플라즈마처리장치 시스

템이 제어된다.

다음에 계측 포트(140)에 대하여 그 상세한 구조를 도 2 내지 도 4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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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실시예에 있어서, 안테나(110)에 설치된 계측 포트(140) 부분을 확대한 단면도이다. 이미 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테나(110)를 형성하는 원판형상 도전체(111) 및 유전체(112)는 하우징(114)에 유지되고, 또 원판형상 도전

체(111)에는 플레이트(115)가 설치된다. 플레이트(115)에는 다수의 가스유출구멍(115A)이 설치되어 있고, 원판형상 도

전체(111)에 있어서 가스유출구멍(115A)과 일치하는 위치에 설치된 가스유출구멍(111A)을 통하여 처리가스를 처리실

(100)의 내부에 공급한다. 플레이트(115)에 설치된 가스투과구멍(115A)은 예를 들면 지름 φ0.1 mm 내지 φ5 mm정도,

바람직하게는 지름 φ0.3 mm 내지 지름 φ2 mm 정도의 관통구멍이고, 원판형상 도전체(111)에 설치된 가스투과구멍

(111A)은, 구멍(115A)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크기로 하여, 예를 들면 지름 φ0.5 mm 내지 φ5 mm정도, 바람직하게 지

름 φ2 mm 정도로 하고 있다. 또 플레이트(115)의 두께는 3 mm 내지 20 mm 정도이고, 본 실시예에서는 6 mm 로 되어 있

다.

그런데 플레이트(115)에는 계측 포트(140)에 상당하는 부분에 다수의 관통구멍(115B)이 밀집되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플레이트(115)의 뒤면[플라즈마(P)와 반대측의 면]에 거의 접하도록 광전송체(141)가 설치되어 하우징(114)에 대하여

유지수단(142)과 예를 들면 O 링 등의 진공 밀봉수단(143)에 의해 진공 밀봉되어 설치된다. 그리고 광전송체(141)의 대기

측의 끝면에 예를 들면 광파이버나 렌즈 등의 광학전송수단(151)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플라즈마(P)로부터의 직접광

(145P)이나 플라즈마(P)의 시료(W)의 표면으로부터의 반사광이나 간섭광(145W)이 파선으로 나타내는 광로(144)와 같이

플레이트(115)의 관통구멍(115B)을 통과하고, 광전송체(141)를 투과하여 광학전송수단(151)에 이르고, 다시 계측기

(152)에 전송되어 계측된다.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통과구멍(115B)의 종횡비는 대략 5 이상 100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본 실시예에서는 광전송체(141)는 석영제의 원주형상의 로드(rod)로 되어 있다. 광전송체(141)의 지름은 φ5 mm 내지

φ30 mm 정도가 가장 적합하며, 본 실시예에서는 지름은 φ10 mm로 하고 있다. 관통구멍(115B)은, 가스유출구멍(115A)

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지름 φ0.1 mm 내지 지름 φ5 mm정도, 바람직하게 지름 φ0.3 mm 내지 지름 φ2 mm 정도의 크

기이고, 본 실시예에서는 지름은 φ0.5 mm로 하고 있다. 또 관통구멍(115B)은 계측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수개, 바

람직하게는 수십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략 40개의 구멍이 배치

되어 있다.

도 3에 관통구멍(115B) 배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관통구멍(115B)은 서로 등간격으로 정삼각형을

이루도록 피치 1.5 mm 간격으로 광전송체(141)의 끝면에 대응하는 영역에 대략 40개의 구멍이 배치되어 있다. 관통구멍

(115B)의 지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0.5 mm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구율[광전송체(141) 끝면의 면

적에 대한 관통구멍(115B)의 개구부의 총합의 비율]은 약 10% (=(O.52(mm2) ×40(개))/(102)(mm2))정도가 되어 충분한

계측 감도를 취할 수 있다. 물론 관통구멍의 배치는 도 3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 4와 같이 서로 직교하도록

배치하여도 좋으며 또는 동심원형상으로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다.

또한 인접하는 관통구멍 끼리의 사이의 폭을 어느 정도 띄울(예를 들면 1 mm 이상) 필요가 있으므로, 관통구멍의 지름이

작을 수록 개구율은 감소한다. 예를 들면 지름 φ0.3 mm의 구멍을 1.3 mm 피치(개구부분 사이의 폭이 1 mm)로 φ10 mm

의 영역에 형성하는 경우에는 개구율은 약 5%가 된다. 개구율이 1% 정도라도 계측은 가능하나, 에칭율 등을 in-situ로 계

측하기 위해서는 개구율이 적어도 5% 정도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계측 감도의 관점에서 관통구멍의 지름은

φ0.3 mm 정도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관통구멍 (115B)의 지름은 분자의 평균 자유행

정보다 충분히 작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상방전을 유기(誘起)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관통구멍의 지름은 φ0.1

mm 이상 φ5 mm 정도 이하로 하고, 더욱 적합하게는 지름 φ0.3 mm 이상 φ2 mm 정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관통구멍(115B)의 지름은, 가스유출구멍(115A)과 동일하게 하여 두면 플레이트(115)의 가공공정이 증가하는 일 없이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물론 구멍 지름을 반드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계측의 감도나 안정성 등

으로부터 최적의 값으로 설정하면 된다. 또 관통구멍(115B)의 구멍 지름은 모두 동일하게 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바깥

둘레측에서 구멍 지름을 크게 하는 등으로 하여도 좋다.

또 광전송체(141)는 「투명」한 것, 즉 가시광영역 전역에 대하여 투과성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계측하

는 파장영역에서 충분한 투과율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예를 들면 가시광영역을 사이에 두고 200 nm의 자외선영역 내지

800 nm의 근적외영역을 계측하는 것이면 석영이나 사파이어가 가장 적합하다. 한편, 적외영역에서 계측하는 것이면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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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이나 또는 적외영역에서 양호한 투과특성이 얻어지는 ZnS 등의 광학재료를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광전송체(141)의 끝

면에 이온스퍼터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키거나 반사율을 저감하는 등의 목적으로, 예를 들면 사파이어의 A12O3 등의 박막

을 형성하여도 좋다.

계측 포트(140)는 상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함으로써, 계측 포트(140)의 부분에서 이상방전이나

이물이 발생하거나 또는 투과율 등의 광학적인 성능이 저하하는 일이 없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계측이 가능해진다. 이하

그 이유를 설명한다.

먼저 종래기술의 과제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부 전극에 φ10 mm 정도의 큰 구멍을 형성하면, 구멍 부분에서 홀로 캐소드

에 의해 국부적인 이상방전이 발생하거나 구멍의 내부에 플라즈마가 침입하여 손상을 주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본 실시예

에서는 관통구멍의 지름을 φ0.5 mm 정도로 작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통구멍의 부분에서 이상방전이 발생하는 일은

없고, 또 플라즈마가 관통구멍의 내부에 침입하는 일도 없다. 본 발명자들은 실험의 결과 관통구멍(115B)의 지름을

φ5mm 정도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φ2 mm 정도 이하로 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이상이 발생하는 일 없이 계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 광전송체(141)가 관통구멍(115B)의 뒤면에 대략 접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통구멍(115B)과 광

전송체(141) 사이에 이상방전을 일으키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도 이상방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광전송체(141)의 끝면에 반응 생성물이 부착하는 일이 없고, 방전시간을 거듭하여도 투과율이 저하하

는 일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계측이 행하여질 수 있다.

이는 첫째로 관통구멍(115B)의 지름은 분자의 평균 자유행정과 비교하여 충분히 작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의한다.

처리실내의 동작압력은 0.5 Pa 내지 4 Pa 정도 이고, 이 경우 분자의 평균 자유행정(λ)은 대략 5 mm 내지 30 mm 정도이

다(Ar분자, 25℃의 경우). 이에 대하여 관통구멍(115B)의 지름(Dh)은 φ0.5 mm 정도이므로 분자의 평균 자유행정(λ)과의

비, 즉 Dh/λ의 값은 대략 Dh/λ= 0.02 내지 0.1 이다. 이와 같이 관통구멍(115B)의 지름(Dh)을 분자의 평균 자유행정(λ)보

다 충분히 작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P)중의 가스분자가 관통구멍 (115B)의 내부로 침입할 확률은 작다.

둘째로, 관통구멍(115B)은 본 실시예에서는 지름이 φ0.5 mm 인 것에 대하여, 플레이트의 두께인 안쪽 방향의 깊이는 6

mm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횡비 (= 깊이/지름)이 10 이상이고, 구멍이 충분히 깊으므로, 래디컬이 관통구멍

(115B)을 통과하여 광전송체(141)의 끝면에 부착되는 확률은 충분히 작게 억제된다.

래디컬이 광전송체(141)의 끝면에 부착될 확률은 끝면에 있어서의 관통구멍(115B)(구멍지름 : D, 길이 : L)을 예상하는 입

체각(dΩ)에 비례한다. 도 5에 입체각(dΩ)의 종횡비(AR = L/D) 의존성을 나타낸다. 도면에서 입체각(dΩ)은 AR의 2승에

반비례하고 입체각(dΩ)이 종횡비 5 이상이면, 입체각(dΩ)은 평면에 있어서의 입체각(π)의 1/100 이하이고, 래디컬이 광

전송체(141)의 끝면에 도달할확률은 충분히 작아진다. 따라서 광전송체(141)의 끝면에 있어서의 오염방지효과를 얻기 위

해서는 관통구멍(115B)의 종횡비를 대략 5 이상 100 이내로 하면 좋다.

또 플레이트(115)는 플라즈마에 의해 가열되어 표면온도가 100℃ 이상이 되므로, 관통구멍(115B)의 내부에 대한 반응 생

성물의 부착확률은 작고, 관통구멍 (115B) 내면에 퇴적물이 부착·성장하여 관통구멍의 실효적인 투과면적이 감소하는 일

은 없다.

세째로, 플레이트(115)에는 수 10V 내지 수 100V 정도의 바이어스전압이 인가되므로, 플라즈마중의 이온이 관통구멍

(115B)의 안쪽 방향으로 인입되게 된다. 이 때문에 광전송체(141)의 끝면에는 수 10 eV 내지 수 100 eV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이온이 높은 확률은 아니나, 도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광전송체(141)의 끝면에 반응 생성물이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이온의 스퍼터효과에 의해 신속하게 제거된다. 그리고 광전송체(141)를 내플라즈마성이 높은 예를 들면 석영이나 사파이

어로 구성함으로써, 광전송체(141) 끝면의 손상에 의한 광학적인 성능의 저하를 충분히 작게 할 수 있다.

이들 효과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광전송체(141)는 끝면에 반응 생성물이 부착되거나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

고, 광투과 특성이 방전을 거듭하여도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안정된 계측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한 3가지 요인에 대하여 실험적인 검토를 거듭한 결과, 시료(W) 표면의 산화막에 대하여 에칭처리를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통구멍의 지름을 φ0.5 mm, 플레이트의 두께를 6 mm로 함으로

써, 이상방전이 발생하는 일 없이, 안정되게 계측을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도 6은 본 실험에서 얻어진 신호

파형의 모식도이다. 에칭처리의 진행에 수반하여 산화막 표면 및 바탕으로부터의 반사광에 의한 간섭상태가 변화하는 것

에 의한 간섭신호가 얻어지고 있고, 이 주기로부터 에칭율을 in-situ로 측정할 수 있다. 또플라즈마로부터의 직접광인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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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마 발광신호도 동시에 얻어지고 있다. 그리고 에칭처리의 종점에 있어서, 이들 간섭신호 및 플라즈마 발광신호가 동시에

변화되고 있어, 에칭처리의 종점에 있어서의 표면상태 및 플라즈마 조성의 변화가 검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신호

는 적어도 방전 수10 시간 이상에 걸쳐 충분한 정밀도로 검출가능하고, 또한 그 사이의 이물의 발생도 20개 이하(0.2㎛ 이

상)의 레벨이어서 안정되게 계측을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 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전송체(141)는 유지수단(142)과 진공밀봉수단(143)만에 의해 고정과 진공밀봉

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처리실의 대기 개방 시에는 유지수단(142)을 떼어 내면 용이하게 교환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조건에 의해 광전송체(141)의 끝면에 퇴적물이 서서히 부착하거나, 이온으로 스퍼터되어 표면이 거칠어지거

나 하였을 경우에는 플라즈마처리장치를 대기 개방하여 웨트 클리닝을 행할 때에 광전송체(141)를 교환하는 것이 용이하

게 가능하여 웨트 클리닝 시(모두 청소)의 정지시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다음에 관통구멍(115B)을 통한 계측을 행하는 검출광학계에 대하여, 다른 실시예를 도 7 내지 도 8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2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광학전송수단(151)에는 광파이버를 사용하고 있어, 광로(144)의 도중의 플라즈마(P)로부터의

직접광(145P)이나 플라즈마(P)의 시료(W) 표면에서의 반사광·간섭광 145 W 모두가 광파이버에 입사하여 계측된다. 이는

특히 에칭처리의 진행에 수반하여 플라즈마중의 래디컬조성이 변화되는 경우에 그 변화를 검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성이

다. 한편, 시료(W)의 박막의 두께 등의 표면상태의 변화를 민감하게 검출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P)로부터의 직접광은 계

측에 있어서는 노이즈성분이 되기 때문에 계측계에는 검출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한 일도 있다. 이 경우에는 광학계에는 렌

즈 등을 사용한 결상광학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도 7은 이와 같은 광학계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광학전송수단(151)에 결상수단으로서의 렌즈

(151A)를 사용하고 있고, 시료(W) 표면으로부터의 광학정보를 예를 들면 카메라나 화상처리장치 등의 계측기(152)의 검

출소자부(152A)에 결상시키고 있다. 검출소자(152A)의 바로 앞에 조리개나 핀홀 등의 공간필터(152B)를 배치함으로써

플라즈마(P)로부터의 직접광(145P)을 차단하여 시료(W)의 표면으로부터의 광학정보(145W)만을 검출소자(152A)에 전

송할 수 있으므로, 시료(W)의 표면상태에 대한 검출·계측의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광학계의 도중에 관통구멍(115B)이 있으므로 광로가 차단되어 시료(W) 표면의 계측이 곤란하다고 생각

되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통구멍 (115B)의 종횡비 (= 깊이/지름)를 시료(W) 표면으로부터의 빛의 퍼짐과의 관계에서

적정한 값으로 설정함으로써, 관통구멍(115B)이 광로를 차단하는 일 없이 계측이 가능해진다.

이를 도 8을 사용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8은 도 7의 실시예에 있어서 계측 및 광학계에 관한 부분만을 뽑아 낸

모식도이다. 도면에 있어서 기호는 다음과 같다.

Dh : 관통구멍(115B)의 지름

Lh : 관통구멍(115B)의 깊이 [플레이트(115)의 두께와 같다]

Lg : 시료(W)와 플레이트(115)의 거리

(도 1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갭에 상당함)

LZ : 시료(W)로부터 결상수단(151A)까지의 거리

(LZ - Lg 가 도 1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안테나부분의 두께에 상당함)

DZ : 결상수단(본 실시예에서는 렌즈)(151A)의 유효지름

[광전송체(141)의 지름(Dr)과 대략 같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각각의 실제의 값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Dh = φ0.5 mm, Lh = 6 mm, Lg = 70 mm, Dr = DZ = φ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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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다. 또 안테나부분의 두께는 LZ - Lg = 80 mm 이므로,

LZ = 150 mm 로 되어 있다.

여기서 시료(W) 표면으로부터의 발산각(θ)은, 결상수단(151A)의 시료(W)로부터의 거리(LZ)와 유효지름(DZ)과의 비(LZ/

DZ)를 바탕으로 θz = tan - 1 ((DZ/2) /LZ)로 표시된다. 본 실시예의 경우는 θh = 1.9°가 된다. 시료(W) 표면으로부터의

빛의 발산각에 상당하는 LZ/DZ 는 15 정도 이고, 이에 대하여 관통구멍(115B)의 종횡비 Lh/Dh 에 의거하는 예상각(θh)을

θh = tan - 1 ((Dh/2)/Lh)로 정의하면, θz = 2.3°와 θh = 1.9°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료(W) 표면

으로부터의 빛의 발산각(θh)을 관통구멍(115B)의 예상각(θz)보다 약간 작게 설정함으로써, 시료(W) 표면으로부터의 빛

은 관통구멍(115B)에서 차단되는 일 없이 결상수단(151A)에 도달하여 검출소자(152A)에 초점을 맺게 된다.

도 8에는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시료(W)의 표면에 수 mm 각 크기의 문자의 상(Img 1)을 기록해

둔다. 그리고 플라즈마처리중에 시료 (W) 표면을 관찰한 바, 검출소자(152A) 상에 상(Img 1)이 광학적으로 전송되어 계측

기(152)의 표시화면(152C)에 상(Img 2)이 표시되었다. 이 상(Img 2)은 그 바깥 둘레부에 관통구멍(115B)에 의한「가장

자리 잘림」의 영향이 약간 인정되기는 하나(도 8에서는 동심원형상의 파선으로 표현하고 있음), 원래의 상(Img 1)의 정

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시료(W) 표면의 박막의 상태를 측정하는 데에 충분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플라즈마

(P)에 의해 시료(W) 표면의 산화막에 대하여 에칭처리를 행한 바, 에칭처리의 진행에 수반하는 산화막 두께의 변화에 대응

하여 도 6에서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산화막 표면 및 밑바탕으로부터의 반사광에 의한 간섭신호가 얻어져 에칭율을 in-

situ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실험적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시예에서는 광전송체(141)에 석영제의 막대 형상체(로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는 일례이고, 다

른 구성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다른 실시예를 도 9에 의해 설명한다. 도 9는 광전송체(141)로서 막대 형상체(로드)의 내부

를 도려내어 중공으로 하고, 그곳에 광학전송수단(151)으로서 광파이버를 삽입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 도 9에 있어서는

원판형상 도전체(111)의 관통구멍 (115B)에 상당하는 부분에 가스도입부분(111B)이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광전송체

(141)의 끝면에 반응 생성물이 부착되기 쉬운 공정조건이더라도 공정가스가 가스도입부분(111B)으로부터도 공급되기 때

문에, 반응 생성물의 퇴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도 9에 있어서는 광전송체(141)를 투과하는 광로를 짧게 할 수 있으므로,

광학정보의 손실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다음에 이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서셉터 주위나 처리실의 측벽에 퇴적하는 반응 생성물량의 변동을 검출하는 실시예를 도

10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도 1과 동일부품의 설명은 생략한다. 빛이 반사되는 반사체(169A, 196B)를 서셉터를 덮

는 절연체(133)의 측벽이나 1 처리실의 측벽(102)에 설치하고, 그 반사체와 대향한 위치에 본 발명의 관통구멍을 가지는

계측 포트(160A, 161A)를 설치하여 반사체로부터의 반사광 또는 간섭광의 변동을 광전송수단(161A, 161B)을 거쳐 광계

측기 (152)에 전송하여 계측한다. 계측기(152)는 계측기 수단(162), 제어·연산수단 (163)에 의해 제어됨과 동시에, 계측되

는 반사광 또는 간섭광이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표시수단(164)에 의해 경고가 발생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이물의 원인이 되는 서셉터 주위나 처리실의 측벽에 퇴적된 반응 생성물이나 반사체로부터 벗겨지면,

반사체로부터의 광량이 변화되므로 그 변동을 검출함으로써, 이물발생의 다발을 방지하는 경고를 낼 수 있다. 이 경고에

의해 적절한 모든 청소시기를 결정하여 장치운용 시의 이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연속 에칭처리 시의 장치진단에 관한 플레이트(115)의 소모를 검출하는 실시예를 도 11, 도 12를 사용하여 설명한

다.

플레이트(115)는 웨이퍼의 에칭처리 시에 안테나 전원(121)에 의해 고주파 전력이 인가되기 때문에, 에칭되어 소모된다.

도 11은 플레이트(115)에 있는 가스유출구멍(115A) 단면의 처리시간 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에칭처리시간이 길어지면, 플레이트의 두께가 감소함과 동시에, 처리실측의 구멍지름이 넓어진다. 다시 에칭처리를 속

행하면, 가스유출구멍(115A)은 두께 약 4.5 mm, 구멍지름 약 1.3 mm의 관통구멍이 된다. 이와 같은 가스유출구멍으로서

는 구멍의 면적이 에칭처리 초기와 비교하여 약 10.6배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에칭가스공급상태가 크게 변화되거나, 가스

유출구멍내에서의 이상방전을 유발하거나 이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연속 에칭처리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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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 연속 처리실험 시의 가스유출구멍형상으로부터 환산하여 예상한 입체각 (dΩ)의 변화를 실선으로 나타낸다. 또 그

때의 발광량 변동을 ●표로 반복하여 나타낸다. 도면에서 처리시간 400 hr 이내에 있어서는 입체각(dΩ)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처리시간 500 hr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발광량의 변화도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처리시간이 500 hr 이상이 되면, 연속 에칭처리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의 관통구멍을 가지는 계측 포트로부터 계측되는 발광량을 감시함으로써, 플레이트(115)의 소

모를 검지하여 장치운용 시의 이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기한 각 실시예는 어느 것이나 유자장 UHF대 전자파 방사 방전방식의 플라즈마처리장치의 경우이었으나, 방사되

는 전자파는 UHF대 이외에도 예를 들면 2.45 GHz의 마이크로파나 또는 수 10 MHz 내지 300 MHz 정도까지의 VHF대이

어도 좋다.

또 자장강도는 450 MHz에 대한 전자사이클로트론공명 자장강도인 160 가우스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드시 공

명자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이보다 강한 자장이나 또는 수 10 가우스정도 이상의 약한 자장을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전

자파 방사 방전방식 뿐만 아니라, 용량 결합형의 평행평판 플라즈마처리장치나 마그네트론형의 플라즈마처리장치, 또는

유도 결합형의 플라즈마처리장치에도 본 발명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하부 전극에 고주파를 인가하여 상부에 어스판을 설치하는 타입의 플라즈마처리장치에서는, 웨이퍼와 대향하는 상

판의 구조가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본 발명과 동일한 계측 포트를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게 가능하다. 또 상부 전극에 고

주파를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평행평판형의 플라즈마처리장치에서는 상부 전극에 수 kW의 대전력의

고주파를 인가하므로 상부 전극에 구멍이나 간극 등을 마련하면, 이상방전이 발생하기 쉬우나, 본 발명의 구조에 의하면,

계측 포트부분에서 이상방전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다. 특히 이른바 협전극형의 평행평판 플라즈마장치에서는 상하 전극

의 간극이 작기 때문에 웨이퍼 표면의 정보나 상하 전극 사이의 플라즈마의 정보를 옆쪽으로부터 얻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

로 본 발명에 의한 이점은 크다.

한편, 유도결합(ICP)형의 플라즈마처리장치에서는, 천정판에 투명한 석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웨이퍼 표면의 상태 계측

도 어느 정도 가능하나, 예를 들면 알루미나제의 돔이나 실리콘 플레이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에 의한 계측 포

트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알루미나제의 플레이트에 도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다수의 밀집된 구멍을

형성하여 그 뒤면에 진공 밀폐용의 석영판을 설치한다는 구조를 당업자이면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ICP 형 플라

즈마처리장치에서는, 공정특성이나 재현성을 얻기 위하여 천정판을 예를 들면 150℃ 이상의 고온으로 온도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같은 온도조건에서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상기한 각 실시예는 어느 것이나 처리대상이 반도체 웨이퍼이고, 이에 대한 에칭처리의 경우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

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처리대상이 액정기판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처리 자체도 에칭에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스패터링이나 CVD 처리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진공처리실의 외부로부터 시료면이나 플라즈마의 상태 또는 진공처리실의 벽면

의 상태를 정밀도 좋게, 또한 이상방전이나 이물을 발생시키는 일 없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계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웨이퍼면에 대향하여 안테나나 전극 등이 설치된 대향 평판형의 구조에 있어서도 시료(W)의 위쪽 또는 비스듬

한 위쪽의 위치로부터 플라즈마나 시료 표면의 박막의 상태를 이상방전이나 이물을 발생시키는 일 없이, 양산레벨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정밀도 좋게 측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에칭처리의 종점검출이나 에칭·성막의 비율·균일성의 in-situ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므로, 더욱 진보한 공정제어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처리의 재현성이나 안정성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장치의 가동율이나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플라즈마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진공용기의 안쪽에 배치된 처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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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처리실의 아래쪽에 배치되어 시료가 탑재되는 시료대와,

상기 처리실의 위쪽에 있어서 상기 시료에 대향하여 배치되고 그 아래쪽의 상기 시료대와의 사이의 상기 처리실 내에 형성

되는 플라즈마에 면하는 플레이트와,

상기 플레이트에 배치된 관통구멍과,

상기 진공용기 내의 상기 플레이트의 위쪽에서, 상기 플레이트의 상기 관통구멍의 뒷면에 있어서 그 끝면이 상기 플레이트

와 미소한 간격을 거쳐 배치되고, 상기 관통구멍을 통과하는 상기 처리실 내로부터의 빛이 투과하는 수광체와,

상기 수광체를 투과한 상기 빛을 검출하는 검출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에 설치된 구멍으로서, 상기 구멍을 거쳐 상기 진공용기 내로 가스가 유입하는 복수의 상기 관통구멍과, 상

기 관통구멍 및 상기 플레이트의 뒷면에 배치되어 상기 관통구멍을 통과한 상기 시료로부터의 빛이 투과하는 광전송체와,

상기 광전송체를 거쳐 상기 빛을 검출하는 상기 검출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깊이와 지름과의 비가 5 이상 100 이하인 상기 관통구멍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구멍의 지름을 0.1mm 이상 5mm 이하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로부터의 빛이 상기 시료의 표면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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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구멍을 복수 구비하고, 이들 관통구멍의 개구의 면적의 총합이, 이들 관통구멍이 형성된 영역의 총합의 5% ~

50%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9.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광전송체로서 석영 및 사파이어를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로부터의 빛을 계측하여 표면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광학정보의 변동에 의거하여,

이물의 발생상황을 판정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로부터의 빛이, 미리 설정한 기준값을 초과하여 크게 변동한 경우에 경고를 발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처리실 내에 처리가스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발생장치에 의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상기 플라즈마에 의하여

시료대 위에 탑재된 시료를 플라즈마처리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로서,

상기 진공처리실 내에 배치되는 광학적 반사체와,

상기 광학적 반사체와 대향하는 위치에서 또한 상기 플라즈마에 면하는 위치에 배치된 상기 플레이트와,

상기 플레이트에 배치되고, 그것을 거쳐 가스가 상기 진공처리실 내로 유입하는 유출구멍과,

상기 플레이트에 배치되어 그 깊이와 지름과의 비가 5 이상 100 이하인 적어도 하나의 상기 관통구멍과,

상기 관통구멍을 거쳐 상기 광학적 반사체의 표면상태를 반영하는 광학정보를 계측하는 상기 검출기와,

상기 광학정보의 변동에 의거하여 상기 플레이트의 변형의 상태를 판정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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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가 실리콘 또는 카본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실 내로 처리가스가 유출하는 복수의 유출구멍을 가지고, 상기 처리실의 위쪽에 상기 웨이퍼와 대향하여 배치된

상기 플레이트와, 상기 처리실의 위쪽에 배치되어 상기 플라즈마에 면하는 측에 상기 플레이트가 배치된 부재를 가지고,

상기 플레이트에 상기 처리실 내에 전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력이 공급됨과 동시에, 상기 웨이퍼와 상기 플레이트와의 사이

에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플라즈마처리장치로서,

상기 플레이트에 배치된 상기 관통구멍을 통과한 상기 처리실 내로부터의 빛이 투과하는 광전송체를 가지는 수광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수광수단이 상기 처리실의 위쪽에 배치된 상기 부재에 설치되며, 상기 광전송체의 끝면이 상기 플레이트

및 상기 관통구멍의 뒷면에 접하는 또는 미소한 간극을 거쳐 대향하여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실 위쪽에 배치된 부재가 상기 웨이퍼에 평행하여 대향하도록 배치된 평판형상의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용기 안쪽의 위쪽에 상기 웨이퍼와 대향하여 배치되어 상기 진공용기 내에 전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력이 공급되

는 상기 플레이트와, 상기 플레이트에 배치되어 상기 진공용기 내로 처리가스가 유출하는 복수의 유출구멍을 가지고, 상기

플레이트와 상기 웨이퍼 사이에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플라즈마처리장치로서,

상기 진공용기의 상부에 배치되어 그 상기 플라즈마에 접하는 측에 상기 플레이트가 설치되는 부재와, 상기 플레이트를 관

통하는 상기 관통구멍을 통과한 상기 진공용기 내의 빛이 투과하는 광전송체를 가지고, 상기 부재에 설치된 수광수단을 구

비하며, 상기 수광수단이 상기 광전송체의 끝면이 상기 플레이트 및 상기 관통구멍의 뒷면에 접하는 또는 미소한 간극을

거쳐 대향하여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용기의 상부에 배치되는 부재는 상기 웨이퍼에 평행하게 대향하여 배치된 평판형상의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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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용기의 상부에 배치되는 부재가 상기 진공용기에 유지된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1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수광수단이 상기 부재에 밀봉되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2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구멍의 뒷면의 상기 진공용기의 안쪽의 개소에 배치된 상기 관통구멍을 통과한 상기 진공용기 내로부터의 빛을

투과하는 광전송체를 가지는 수광수단을 구비한 플라즈마처리장치로서,

상기 광전송체의 상기 진공용기 안쪽 부분에 설치된 큰 지름부분과, 상기 큰 지름부분 또는 이 위쪽에 배치되어 상기 진공

용기의 안쪽과 바깥쪽과의 사이에서 상기 수광수단을 밀봉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용기 상부의 상기 플레이트 위쪽에 배치된 부재에 상기 진공용기 바깥쪽으로부터 설치된 상기 수광수단을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수광수단이 상기 진공용기의 바깥쪽으로부터 떼어 내기 가능하게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가 상기 플레이트의 뒷면측의 상기 진공용기의 안쪽에 배치되고, 상기 웨이퍼에 평행하게 대향하는 평판형상 부

재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청구항 24.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수광수단이 상기 진공용기에 밀봉되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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