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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e of the thickness non-uniformity in the large area deposition of SiO2 films by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was investigated by the plasma diagnostic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plasma species in the chamber was obtained with DLP(Double Langmuir Probe) 

and the new-designed probe-type QMS(Quadrupole Mass Spectrometer).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plasma species and the depositing rate of the SiO2 films, it was conformed 

that the non-uniform deposition of SiO2 films was related with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oxygen 

radical density and electr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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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라즈마를 이용한 식각  박막 형성 기술은 여러 

산업분야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써 자  학소자 

등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효과가 큰 핵심 기술이

라 할 수 있겠다 [1-3]. 

특히 PECVD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를 이용한 박막의 증착 기술은 낮은 온도

에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해 반도체 

 디스 이 소자의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스 이 제조 공정의 면  박막 

형성에 있어서 박막의 불균일한 증착이 원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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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특성이 불균일하게 되어 생산성이 악화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균일하게 증착된 박막을 얻기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8]. 

일반 으로 박막의 불균일 증착은 장비의 장시간 

사용 후에 따른 증착 챔버의 노후화에 따라 더욱 심

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비가 노

후화되면 챔버 변형이 발생하며, 이러한 변형의 요인

은 PECVD를 이용한 박막 증착시 박막의 질을 향상

시키기 해서 하부 기 에 열을 가하는 공정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장비를 장시간 사용함

에 따라 챔버는 열에 의해 고온과 상온에 반복 으로 

노출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샤워헤드 (showerhead)

의 심부는 아래쪽으로 처지고, 하부 기  부분의 

심부가 쪽으로 부풀어 휘게 된다. 그 결과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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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probe-type QMS.

헤드와  하부 기 의 간격이 심부에서 좁아지게 되

는 상이 나타나게 되어 박막의 불균일 증착이 발생

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

을 확실히 규명하기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챔버 변형에 따른 라즈마 내 활성종들

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여, 불균일한 박막 증착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고자 한다. 이에 챔버의 변형에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새로 고안한 탐사침 (probe) 

형태의 QMS (quadrupole mass spectrometer)와 

DLP (double langmuir probe)를 이용하여 라즈마 

내의 활성종인 라디칼과 하 입자의 공간  분포  

거동을 확인 하 다. 이러한 라즈마 활성종의 분포

를 기 로 하여 불균일한 SiO2 증착 메커니즘을 규명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SiH4와 N2O 가스를 이용하여 

PECVD에서 SiO2 박막을 증착하 다. SiO2 박막은 6

인치 Si (100) 기  에 증착하 으며, 이때 

SiH4/N2O의 가스 유량은 각각 5 sccm/90 sccm 이었

다. 한편, 라즈마 형성을 해 챔버 상부에 13.56 

MHz의 RF 압을 350 W 인가하 으며, 공정압력은 

350 mTorr, 그리고 증착 온도는 150℃로 고정시켰다. 

이때, 하부 극과 샤워헤드사이의 간격을 4, 6, 그리

고 8 cm로 변화시키면서 SiO2을 증착 하 다.

라즈마 내 활성종은 크게 하 입자와 성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라즈마 내 하 입자의 특성을 측

정하는 장치로는 DLP가 리 이용되고 있는데, 로

 에 수집된 하 입자를 통해 I-V curve를 얻어 

자의 도  온도, 양 하의 도, 이온포화 류 

등 라즈마 내 하 입자에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9,11]. 한편, QMS는 사 극을 이용하여 원

자의 질량을 분석하여 검출할 원자의 질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라즈마 내 성입자의 화학종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이다 [10].   

챔버 내부의 라즈마 활성종의 불균일은 박막 증

착의 균일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활

성종의 공간 분포의 해석 없이는 박막의 불균일 증착

을 설명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

구 에서는 라즈마 내 성종의 특성을 추출하기 

하여 새로운 탐사침 형태의 QMS를 고안하 으며, 

이의 개략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을 살펴

보면 종래의 QMS는 가스의 배기구에 QMS가 연결

되어져 진단 장비가 라즈마에 미치는 향을 최소

화하는 장 이 있으나 챔버내 활성종의 공간  분포

를 해석할 수 없었다. 이에 챔버내 활성종의 공간  

분포를 확인하기 해 PECVD 챔버 벽에 속구를 

형성하여, HIDEN사의 HPR-30을 고안한 탐사침 형

태 QMS를 챔버의 속구에 삽입하여 챔버 심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4 cm씩 탐사침을 이동시키며 활

성종의 공간  분포를 추출하 다. 

한편, 하 입자의 공간  분포를 확인하기 해 

PLASMART사의 DLP2000을 이용하여 QMS와 동일

한 치에서 하 입자의 공간  분포를 확인하 다. 

이때, 탐사침의 치는 샤워헤드로 부터 2.5 cm 아래

쪽에 설치되었으며, 챔버의 변형에 따른 라즈마 활

성종의 거동을 확인하기 해 지름 30 cm의 속

을 높이 1.5 cm, 2.5 cm로 제작하여,  속 을 챔

버내의 기  에 올려놓은 후 챔버 내의 활성종의 

거동을 확인하 다. 

한편, SiH4와 N2O 가스가 모두 사용되는 증착공정

의 경우 Langmuir probe tip에 SiO2박막이 증착되어

져 I-V curve를 얻을 수 없어 라즈마 진단이 곤란

하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N2O 가스가 체 기체의 

약 95% 이므로, SiH4와 N2O 라즈마 특성은 N2O 

가스만의 라즈마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단하여, 본 실험에서는 N2O 가스만을 사용하여 탐

사침형 QMS와 DLP를 이용한 챔버내 활성종의 변화

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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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a) bottom-type QMS with (b) 

probe-type QMS in N2O plasma.

Fig. 3. Variation of SiO2 deposition rate as a function of 

electrode distance.

3. 결과  고찰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고안된 탐사침 형태의 QMS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N2O 가스를 기존 

QMS 데이터 추출 방법인 가스 배기구에 연결하여 

추출한 가스분압 결과와 본 연구에서 고안되어진 탐

사침 형 의 QMS를 이용하여 추출한 가스분압 결과

를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비교해 보면 원자량 14, 

16, 28, 30, 32, 44에서 각각의 해당 피크인 N, O, N2, 

NO, O2, N2O가 거의 동일하게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탐사침형태의 QMS를 사용하여도 라즈

마 내에 존재하는 원소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음을 

말해 다. 

그림 3은 샤워헤드와 하부 기  사이의 간격을 각

각 4, 6, 8 cm로 변화시키며 각 간격 마다 기  심

에서의 거리에 따른 PECVD에서 증착한 SiO2의 증착 

속도의 결과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샤워헤드와 하

부 기  사이의 간격과 기  치의 변화에 따라 박

막의 증착속도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샤워헤드와 

하부 기 의 간격이 8 cm인 경우는 간격이 4 cm의 

경우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증착 속도를 보인다. 

한편, 증착된 박막의 균일도를 나타내는 식은 아래와 

같다 [12]. 이때, T는 증착 두께를 나타낸다.


   ×


×   

수치값이 낮을수록 증착 균일도가 뛰어남을 의미하는

데, 샤워헤드와 하부 기 의 간격이 8 cm인 경우챔버

의 심부를 기 으로 증착 균일도를 아래의 수식으

로 계산한 결과 챔버 가장자리에서 약 92%의 증착 

균일도를 가지는데, 이는 약 146%의 증착 균일도를 

가지는 4 cm의 샤워헤드와 하부 기  간격에 비해 

상 으로 균일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샤워헤드와 하부 기  간격이 감소함에 따라 

박막 증착 불균일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샤워헤드와 하부 기  간격이 감소함에 따

라 챔버의 가장자리 보다 심부에서 증착속도의 증

가량이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iH4/N2O 가스를 이용하여 SiO2 박막을  형

성할 때 주요 흡착 반응 활성종은 H2SiO로 알려져 

있다 [13-15]. 이는 다음 반응식 에서 (d)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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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O radical as a function of 

metal plate and chamber position.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positive ion density as a 

function of metal plate and chamber position.

반응으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낮은 휘발성을 갖는 화

합물이 기  표면에 흡착되고, O와 OH 라디칼의 반

응을 통하여 SiO2가 형성된다 [13-15]. 이때, 반응식 

(d)의 반응종인 O와 SiH3는 (a)- (c)와 같은 자 충

돌 분해 (electron impact dissociation) 반응에 의해 

형성되어 진다 [15]. 

SiH4 + e → SiH3 + H + e   (a)

N2O + e → N2 + O + e     (b)

N2O + e → NO + O + e    (c)

SiH3 + O → H2SiO + H     (d)

이에 따라 SiO2의 증착 속도와 균일도는 O와 SiH3

의 공간  도 분포에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N2O 가스만의 라즈마에서 O 라

디칼의 공간 분포 변화를 탐사침형 QMS를 이용하여 

추출하여, 이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는 높이가 다른 속 을 챔버내 기 에 

얹어 샤워헤드와 하부 기  사이의 간격의 변화를 

만든 후 이에 따른 O 라디칼의 분포를 측정한 것이

다. 그림을 살펴보면 1.5, 2.5 cm의 속 을 기

에 얹어 샤워헤드와 하부 기 의 간격이 차 좁아

질수록 O 라디칼의 도가 증가함을 보여 다.

 한, 챔버의 심부에서 가장 자리 쪽으로 멀어

질수록 O 라디칼의 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를 그림 3과 비교해보면 SiO2 증착 속도의 변

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산소 라디칼  이온은 근본 으로 N2O 가스

의 분해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극 간격이 좁아

재3질수록 N2O의 가스 분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이

에 따라 SiO2 형성에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하는 산

소 라디칼의 농도가 증가 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실험에서 극 간격 변화를 해 속 을 삽

입하 기에 PECVD 챔버 내부 체 이 감소되어졌다. 

일정한 RF 력이 인기되고 있으므로 단  체  당 

력 도가 증가하 다. 일반 으로 단  체 에 인

가되는 력 도가 증가하면, 라즈마 온도가 증가

하고 이에 따라 산소 라디칼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추론된다. 

그림 5는 PECVD 챔버 내부에 형성되는 N2O 라

즈마내의 양이온의 도를 DLP를 이용해 추출한 데

이터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챔버의 앙에서 양이

온의 도가 챔버의 가장자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1.5, 2.5 cm의 속 이 얹어 짐에 따라 샤워헤

드와 하부 기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양이온의 도는 조  낮아지고 있다. 속 표면에 

이온이 충돌하면 이온의 성화가 발생한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7]. 간격이 좁아질수록 양이온

의 속 표면과의 충돌 더 빈번히 발생하고, 충돌에 

의한 성화가 더 많이 발생하여 양이온의 도가 감

소한 것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과 

비교해보면, SiO2 증착에 주 활성종이 하 입자가 아

닌 O 라디칼 이며 간격이 감소할 수 록 산소 라디칼

의 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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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electron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metal plate and chamber position.

의 논의를 확인하기 하여 DLP로 라즈마 내 

자 온도를 측정하 다. 그림 6은 샤워헤드와 하부 

기 의 간격과 속  삽입에 의한 극 간격 변화에 

따른 N2O 라즈마 내의 자온도를 나타낸 그림이

다.  그림을 살펴보면 1.5, 2.5 cm의 속 이 얹어 

짐에 따라 샤워헤드와 하부 기  간격이 좁아지게 되

는데 이에 따라 자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언 한 바, 단  체  당 력 도

가 증가하여 라즈마 온도가 증가하고 한 자의 

온도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자온도의 

증가는 자 충돌 분해 반응율이 커지고 따라서 

H2SiO 생성률이 커지게 된다. 이에 그림 3의 SiO2의 

증착속도 변화와 그림 6의 자온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자의 온도의 증가에 따른 자 충돌 반응률의 

증가가 SiO2 증착속도 변화와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라즈마 내의 자의 온도가 높을 

수 록 SiO2 증착 속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챔버의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자온도가 

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챔버의 

심부에 비해 O 라디칼과 이온들의 도가 상

으로 히 낮기에 자의 평균이동행로가 길어져 

자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단되나 정확한 

해석을 하기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챔버의 가장자리는 자온도가 상

으로 높더라도 반응에 기인하는 활성종의 도가 

히 낮기에 증착속도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라즈마 진단에 의한 면  

PECVD SiO2 박막의 불균일 증착 원인을 분석하

다. 샤워헤드와 하부 기 의 간격이 증가할수록 증착

속도는 감소하며, 균일도가 좋아짐을 알 수 있다.  

N2O 라즈마 내의 하 입자와 라디칼의 공간  분

포를 각각 DLP와 탐사침형 QMS를 이용하여 극의 

간격과 기  심에서의 거리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

다. 극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O 라디칼의 도와 

자온도가 커지게 되어 SiO2의 증착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 한, 기  심부에서 가장 자리 쪽으로 

멀어질수록 O 라디칼의 도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SiO2 박막의 불균일 증착은 O 라디칼의 도

와 자의 온도의 불균일함이 원인이라고 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PECVD 챔버 설계시 샤워헤

드와 기 의 온도 변화에 따른 챔버 내부의 변형률이 

계산되어진다면 장비의 수명을 측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한, 증착 불균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증착 불균일 문제를 야기시키는 라즈마 활

성종을 정확하게 추 함으로써 박막의 불균일 문제를 

해결하는 안이 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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