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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량뮤어 탐침 기반의 부유 고조화 분석법이 최근 개발되어서 증착, 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 변수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조화 분석법은 탐침에 교류의 전압을 인가하고, 탐침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탐침 쉬스의 비선형성으로 인
해 전류의 고조화 성분들이 생긴다. 이러한 고조화 전류 성분들은 플라즈마 변수인 밀도와 전자온도의 함수로 주어지고, 
고조화 전류 성분들로부터 밀도와 전자온도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측정하여 탐침-플라즈마의 
임피던스의 리액턴스 성분으로부터 탐침에 증착되는 막의 두께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유 고조화 분석법을 적
용하여 공정 플라즈마 진단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한다. 

1. 서론

   최근 반도체 공정에서 플라즈마 식각 및 증착 공정의 난이도가 소자가 미세화 되면서 높아지고 있어, 플라즈마 공정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표적인 공정 모니터링 방법은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등
이 있다. OES에는 식각 종말점 검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절대 값 측정이 아닌 상대 값 측정이고, 플라즈마 이온이
나 전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플라즈마 이온, 전자 온도 등 플라즈마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유 고조화 분석법을 플라즈마 공정 모니터링에 적용하였으며, 플라즈마 관련 정보와 공정 결과의 상관
관계를 얻고자 하였다.   

2. 본론

그림 1. 부유 고조화 분석법 

회로도 

   그림 1은 부유 고조화 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한 측정 회로도이다. 전압 구동부와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직류 
전류를 흐를 수 없게 하여 탐침 전압이 부유 조건이 되게 하였다. 전압 구동부에서 교류의 전압을 인가하면 그림 2와 같
이 탐침 쉬스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고조화 성분을 갖는 전류 파형이 얻어진다. 이러한 고조화 전류 성분으로부터 전자온
도와 플라즈마 밀도를 구할 수 있다 [1]. 

그림 2. 고조화 전류 생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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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은 기존 량뮤어 탐침의 측정 결과와 비교한 그림으로 개발된 방법과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공정 플라즈마에서의 측정 결과를 제시할 예정으로 부유 고조화법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 량뮤어 탐침과 비교 [1]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정 플라즈마에서도 적용 가능한 부유 탐침에 대한 소개와 이 방법의 공정 플라즈마 측정 결과를 제시

하였고, 플라즈마 공정 모니터링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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