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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diagnosis and multivariate analysis techniques for plasma 

processes are reviewed.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 and VI probe are discussed briefly. 

The research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one of 

the widely used multivariate analysis techniques for plasma process 

monitoring is discuss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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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플라즈마 공정은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른 선

폭 미세화에 필요한 공정이며, 현재는 반도체 및 디스플

레이 패널 생산에서의 식각 및 증착 공정을 포함하여 각종 

표면처리공정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3]. 그런데 

플라즈마를 이용한 공정의 난이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공정 진행 중 반응기의 상태 변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파

악이 중요해 졌으며, 또한 공정의 재현성 확보 및 공정조

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 이러

한 요구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판 위의 박막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

적이며,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의 물리적, 화학적 상태는 반응기

의 형태, 반응기 내의 압력, 주입 가스, 인가된 전압 및 공

정 진행 상황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5].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공정 진행이 완료된 

기판에 대하여 임의적인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으

로는 공정 진행에 최적인 조건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적절한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물리

적, 화학적 상태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플라즈마 

반응기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정확한 공정 제어가 가능하다.

플라즈마의 실시간 진단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

술은 크게 침습식(invasive)과 비침습식(non-invasive) 

으로 나눌 수 있다. Electrostatic probes(정전 탐침)

기법인 Single langmuir probe(단일 탐침)나 Double 

floating probe(이중 탐침)처럼 상대적으로 큰 교란을 주

는 경우 침습식으로 볼 수 있다. 침습식의 경우 플라즈마

에 일어나는 교란 때문에 제조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무리

가 있지만, 비침습식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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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공정조건 확립에 사용할 수 있다 [5].

빛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광학적 진단 기법

처럼 거의 교란을 주지 않는 경우나 VI probe를 이용하

여 외부에서 반응기의 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비침습식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광자들이 플라즈마

에 주는 교란은 거의 무시할 만하며, 광학적 진단 방법

의 대표적 예로는 빛 방출 분석 방법(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이 있다.

그런데 현재 플라즈마 진단 도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이다. 하나는 플라즈마 

진단 도구를 통해 얻게 되는 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고, 지

속적으로 측정되므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누적되므로 장

비의 사용자가 어떤 변수를 관찰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OES의 경우 측정변수로 약 800-

2000 개의 파장별 강도가 측정되며, 사용자는 측정값들 

중 공정에 적합한 관찰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또 다른 하

나는 최근 플라즈마 공정에서 물리화학적 반응 대상 면적

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측정신호의 민감도 하락 문제이

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자의 선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변량 분석 

기법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2. 플라즈마 진단기법 및 그 응용

2.1.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 빛 방출 분석)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빛을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광학적 진단 방법들 중,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 빛 방출 분석)는 장비개발과 양산공

정 전반에 걸쳐 널리 쓰이는 진단 방법이다. 이는 플라즈

마를 교란하지 않으면서 낮은 비용으로 중성종과 특정 이

온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장비이기 때문이

다 [2, 4].

플라즈마 내 원소의 전자는 여기된 상태로부터 기저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

는 빛은 원소에 따라 고유의 파장 혹은 파장 범위를 가지

게 된다. 이 특정 파장을 통해서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원소를 추정할 수 있고, 그 파장의 강도 변화로부터 원소

의 양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원리를 이용한 진단장비를 

OES라고 부른다.

OES 장치는 그림 1과 같이 플라즈마로부터 빛

을 집광하고 또한 측정장치로 유도하는 렌즈와 광섬

유, 집광된 빛을 파장별로 분광하는 모노크로미터

(monochromator), 그리고 이 분광된 빛에 대해 파장

별로 각각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포토멀티플라이어

(photomultiplier)나 포토다이오드(photodiode) 같은 

광 검출기로 이루어져 있다 [6, 7].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빛은 아주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OES에서 사용하는 영역은 200 ~ 1000 nm 이다.

플라즈마의 파장방출 원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라

즈마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별 강도(optical emission 

spectra)는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원자 및 분자에 따라 변

화하게 된다. 즉, 식각 부산물이나 반응가스와 관련된 특

정 파장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 파장과 관련된 물질의 존

[Fig. 1] The scheme of OES for plasma diagnosis [Fig. 2]  The measured emission intensity of 387 nm wavelength 

related to CN from SiNx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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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유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이퍼 위에 증착된 

SiN
x
 박막을 Fluorocarbon 계열의 물질로 플라즈마 식

각(plasma etching)한다고 하면, OES를 이용하여 식각

과정에서 생성되는 식각 부산물인 CN과 관련된 파장의 

강도가 커졌다가 식각 종료시점에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 공정에

서 식각 종료점 검출(endpoint detection)이 가능하게 된

다 [8]. 즉, 식각하는 물질이 모두 제거됨으로 인하여 식

각하는 물질과 반응가스와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식각 부

산물(etch product)이 없어지고, 그에 따른 식각 부산물

과 관련된 파장의 강도 감소로 식각종료점을 검출한 것이

다. 그림 2는 SiN
x
 박막을 CF

4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식각

하는 공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인 CN과 관련된 파장 387 

nm의 파장 강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2.2. VI probe (I-V monitor)

주 주파수 이외에도 고조파(harmonics)의 전압, 전

류 및 위상차의 등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로, 1979년 K. 

Ukai의 RF 임피던스의 측정을 시작으로 발전해 왔다 

[9]. 이후 reflected power, RF 전류, RF 위상각, DC 

bias, 그리고 peak-to-peak 전압 등 다양한 전기적 신

호들을 측정하여 플라즈마를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

하였다 [10, 11]. 또한 신호의 민감도 개선 및 응용을 위하

여 RF의 고조파를 분석하거나 [12, 13], 인공 신경망회로 

분석 기법 [14] 및 등가회로 분석 [15] 등의 접근이 이뤄

졌다.

일반적으로는 플라즈마 발생에 사용되는 전극 또는 코

일과 RF matching network 사이의 전력선로에 삽입되

며, 반응기 전체를 일종의 등가회로로 보고 전기적 특성 

변화를 측정하는 진단 장비를 말한다. 그림 3은 VI probe

를 유도결합플라즈마 식각장치의 ESC 근처에 장착한 경

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VI probe는 전류와 전압, 위상차, 반사파(reflect 

power) 등을 측정하고 고속 푸리에 변환을 통해 고조파

를 측정결과로 보여주는데, 이 물리량들은 플라즈마 및 

반응기의 상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즉 플라즈마 

밀도, 전자 온도 및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물질의 조성 

변화나 반응기 표면 상태의 작은 변화도 측정되는 값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

응기 전체를 등가회로로 봤을 때, 플라즈마는 도체가 되

고 쉬쓰(sheath)는 커패시터(capacitor), 코일(coil)은 인

덕터(inductor)가 되는데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에 변화가 오면 전체 회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5]. 

VI probe의 적용 예는 다음과 같다.

-  전달 전력 측정 : RF 전력 공급 장치에서 공급되는 

[Fig. 3]  The scheme of inductive coupled plasma with VI probe

[Fig. 4]  An example of etching process fault detection: Abnormal 

power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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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Matching box와 전송선로를 지나며 일부 

손실되어 최초에 공급한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가 

플라즈마로 전달된다. 따라서 실제로 전달되는 전력

을 측정함으로써 공정 변수를 조정할 때 보다 정교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16].

-  공정 상태 변화 추적 : 반응기의 공정변화를 탐지, 

기록, 추적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한 예로, <그림 4>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RF 전력 전달 과정에 나타나

는 이상 현상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다. 또한 플라즈마 

반응기 시스템을 등가회로로 해석할 경우, 플라즈마 

내 전자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15, 17].

-  식각 공정에서의 식각종료점 검출(etching endpoint 

detection) : 공정의 종료 시에 나타나는 플라즈마의 

조성 변화와 웨이퍼 위의 박막상태 변화는 쉬쓰 및 플

라즈마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회로 전반에 영향을 주

므로 측정값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아래는 wafer 

위의 좁은 면적(2%)에 형성되어 있는 SiO
2
 박막을 식

각할 때 측정값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5이다. 여러 변

수들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 지점이 식각종

료점이 된다 [18].

-  반응기 세정시 종료점 검출(cleaning endpoint 

detection) : 세정공정은 반응기 벽에 흡착되어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불순물이 제거됨에 

따라 식각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응기의 임피던스

가 변하게 되고, 이 변화를 감지하여 세정종료시점을 

알아낼 수 있다.

VI probe에서 나오는 신호는 푸리에 변환을 통해 고조

파 형태로 변환되어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데, 이 고조파

들의 물리화학적 의미가 개별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있

지 않다. 이는 반응기를 등가회로로 해석하는 본 진단장

비의 특성상, 반응기 형태 및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다.

2.3.  다변량 분석 기법의 적용을 통한 진단 민감도 향상 : 

주성분분석

서론에서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플라즈마 진단 도

구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인 방대한 양의 데이터 누적과 

신호의 민감도 향상을 위하여 다변량 분석 기법을 도입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플라즈마 진단에 도입한 

것으로, 실시간 공정진단과 동시에 이상진단의 민감도 향

상이 가능하다 [8, 18, 19].

주성분분석이란 해석하고자 하는 다차원의 데이터가 

있을 때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2~3차원의 데이

터로 축약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단순한 통계적 분

석뿐만 아니라 공정시스템 분야, 패턴인식 등의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산재되어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의 주요한 패턴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효과적

인 결과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대량의 자료를 압축하여 

몇 개의 새로운 주성분만으로 중요한 정보를 이끌어 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주성분분석방법은 대상의 자료 X의 공분산 S를 고유

값분해 (eigenvalue decomposition)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우선 공분산 S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X

는 k개의 변수에 대하여 n번 관찰된 자료를 모은 행렬이다.

이렇게 계산된 공분산 S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유값 분

해를 시행하면 k개의 로딩벡터(ρ
i
)와 고유값(λ

i
)이 나온다. 

[Fig. 5]  SiO2 etching endpoint detection by VI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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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큰 고유값을 가지는 벡터를 첫 번째 주요인

자 (principal component) 벡터, 두 번째 큰 것을 두 번

째 주요인자 벡터라고 칭한다. 계산된 로딩벡터(ρ
i
)는 다

시 계산의 편의를 위해 로딩행렬(Ρ=[ρ
1
, ρ

2
, ρ

3
, …, ρ

k
])의 

형태로 정리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자료 X

는 다음과 같이 로딩벡터에 의해 새로운 줄여진 좌료로 

사상(projection) 될 수 있다. 여기서 계산된 행렬의 값을 

스코어(score)행렬이라 부르며 마찬가지로 스코어벡터(t
i
)

의 집합(T =[t
1
, t

2
, t

3
, …, t

k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스코어벡터는 고유값이 큰 로딩벡터에

서 계산된 것일 수록 자료 X의 정보를 많이 담아낸 것이

다. 이러한 특성은 각 스코어벡터들은 서로 수학적으로 

직교(orthogonal)하도록 선형변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5개 내외의 스코어행렬에 대부분의 정보가 

집약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

이 각각의 스코어벡터와 로딩벡터의 곱에 잔여량 행렬(

         )를 더한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20, 21].

(2) 실시간 식각 종말점 검출

기존의 OES를 이용한 단파장 추적방식의 식각종료점 

검출 기법은 식각 면적이 전체 웨이퍼 대비 수 퍼센트 이

하로 작아지면서 검출 신호에 비해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

이 증가하여 종료점 검출이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OES를 이용해서 측정한 파장의 수가 많지 않을 때

에는, 지속적인 주성분분석과 이에 따른 스코어 값의 변

화를 관찰하여 실시간 식각 종말점을 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주로 사용되는 OES의 경우 보통 200 nm

[Fig. 6]  The modifi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PCA) model 

for real-time etching endpoint detection[18]

[Fig. 7]  The result  of SiO2 etching endpoint detection: A 

comparison of OES raw data, OES with mPCA, and VI 

probe with m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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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00 nm에 이르는 전 파장 대역에 걸쳐 1,000 ~ 

3,000개 정도의 파장을 0.1 ~ 1초 정도의 간격으로 받고 

있는데, 실제로 식각 종말점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기 위

해서 분석하려는 파장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프로세서에 

굉장한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주성분분석기법을 단순

히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주성분분석기

법을 일부 수정하여 그림 6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통계처리 방법이 그러하듯, 주성분분석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표준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서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

기 위해 그림 6은 model wafer에서 얻은 평균과 표준편

차가 반복되는 공정에서 일정하다는 가정을 통해 프로세

서에 걸리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 그림 7은 식각공정에서 

OES와 VI probe 결과에 주성분분석을 적용한 결과와 단

파장분석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민

감도가 향상된 식각종료점 분석이 가능하다 [18].

3. 결론

본 기고에서는 양산 공정에서 사용가능한 플라즈마 진

단기법을 위주로 설명하기 위해 빛 방출 분석(OES)과 VI 

probe에 관해 살펴보고, 다변량분석 기법중의 하나인 주

성분분석의 적용 예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현재 

사용되는 플라즈마 진단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용이나 양산 공정의 적용 문제로 인해 실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로 선행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플라즈마에 대하여 비침습식 실시간 진단기법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플라즈마를 감시하고 반응기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플라즈마 진단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판 크기 증가로 인

하여 수율이 낮아질 경우 감수해야 하는 피해액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소자의 밀도가 증가기존보다 

훨씬 정밀한 공정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자 밀도

가 계속 증가하여 10 nm급 공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450 nm웨이퍼 공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플라

즈마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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