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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temperature phosphoric acid process is a typical method of nitride etching. This process
is characterized by a high selectivity ratio that does not cause much oxide film etching as compared
with nitride film etching. There is also a need for higher selection ratios. However, when phosphoric
acid is used at high temperatures, nitride etching increases exponentially with the temperature of
the phosphoric acid solution, but the etching rate is physically limited by the boiling point.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on the etching rate, most have tried to obtain a better etch rate
by adding a small amount of an additive to phosphoric acid. In this study, instead of using a special
phosphoric acid solution, we achieved a high nitrate etching rate when the wafer was heated above
the boiling point by directly heating the wafer and applying phosphoric acid on the w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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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직접가열방식에 따른 H3 PO4 를 이용한 Si3 N4 박막 식각에 대한 연구
이승훈∗ · 모성원 · 이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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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인산공정은 질화막 식각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공정의 특징은 질화막 식각에 비해 산화막 식각은
발생하지 않는 높은 선택비에 있다. 또한 갈수록 더 높은 선택비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고온의 인산을
이용한 질화막의 식각방법은 인산용액의 온도에 따라 지수함수로 증가하나 끓는점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식각율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식각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인산에 소량의
첨가제를 넣어 더 나은 식각율을 얻기 위해 연구해왔다. 본 연구는 특수한 인산용액을 사용하는 대신,
히터를 이용하여 웨이퍼 (Wafer) 를 직접 가열함으로서 끓는점이상의 온도를 유지시키고 이러한 웨이퍼
위에 인산을 도포 하였을 때, 높은 질화막 식각율을 얻을 수 있었다.
PACS numbers: 82.33.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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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산을 이용하여 질화막을 식각하는 공정은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더욱 더 중요한 공정으
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핀펫 (finFET) 공정과 3D
반도체가 주를 이룸에 따라, 반복하여 적층하고, 식각하는
형태의 반도체 제조가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고, 질화막의
성막과 질화막의 식각, 그리고 여기에 더욱더 미세화되고
복잡해진 질화막의 식각이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 공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
인산을 이용한 질화막 식각 공정의 장점은 산화막 대비
높은 선택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복잡한 패턴
을 가진 반도체 제작에 있어 아주 큰 장점을 가진다.
현재 모든 장비라고 말할 만큼 대부분의 질화막 식각 양
산설비는 배치식 장비로 자리 잡혀 있다. 대부분의 반도체
공정이 매엽식 설비로 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변한 설비가 인산공정설비이다. 이것은 매엽식으로 전
환함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인산공정의 일차적 특징은 높은 식각율을 얻기 위해, 인산
85% 용액의 끓는점 근처에서 공정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인산공정의 식각율은 온도에 따라 지수함수로의 상승하
는데 이러한 장점을 얻기 위해 대부분 공정온도를 끓는점
근처까지 올리고 있다 [2]. 하지만 배치식 장비가 용액속
에 웨이퍼 (Wafer) 를 담지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끓는점보다 높여서 공정을 할 수는 없다. 일부 실험실에서
환류장치 (Reflux System) 를 이용하여 더 높은 온도에서
식각율을 얻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를 양산설비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아
실험실의 결과로서는 존재하지만 생산설비로서의 존재감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양산설비에서의
공정개발은 인산에 특수한 첨가물을 소량 첨가하여 식각율
을 올리거나 선택비를 더욱더 향상시키는 방법들로 개선시
키고자 하였다 [3].

II.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매엽식 방식의 실험장치로, 높은
온도의 인산에 웨이퍼를 담지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히터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인산의 끓는점 이상으로 직접가열하고
그리고 가열된 웨이퍼 위에 끓는점 이하의 인산을 도포함으
로써 순간적인 고온의 인산반응을 유도하여 끓는점 이상의
온도에서 인산으로 질화막을 식각하는 방식이다.

Fig. 1. (Color online) Picture of Etching System.

Fig. 2. (Color online) Graph of Changing Etch Rate
according to Flow Rate of H3 PO4 .
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수평으로 회전하는 척
(Chuck) 이 있으며, 이 척 외각 (Chuck Edge) 부분에 6개의
핀 (pin) 이 있어 그 핀 위에 웨이퍼를 수평으로 거치한다.
또한 이 척 내부에는 적외선 램프 (IR Lamp) 가 인입 되어
있어 투과창 (Window) 을 통해 웨이퍼를 복사방식으로 직
접 가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산은 웨이퍼의
전면에 노즐을 이용하여 공급시키는 구조이다. 공정은 웨
이퍼를 일정한 분당회전수 (RPM) 를 이용하여 회전시키면
서 진행하였고, 상온의 웨이퍼를 투입하여 목표온도까지
가열하고 이후 유지시키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온도는 고온계 (Pyrometer)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온
도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지정한 온도로 공정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Fig. 1은 실험에 사용된 자사의 식각장비이다.
식각량은 Eliipsotech의 Elli-SEU-am12 장비로 측정하
였다. 인산은 OCI사의 EL Grade 85%를 사용하였다. 웨
이퍼는 저압화학증기증착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 으로 2000 Å 질화막을 성막시킨 300
mm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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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ing of Etch Rate according to Wafer
RPM.

Table 3. Changing of Etch Rate according to Flow Rate
of H3 PO4 .

Chuck
RPM
30
60
90

Flow Rate
(cc/min)
4
8
20
30

Etch Rate
(Å/min)
72.8
53.2
47.0

Temperature
(◦ C)
200

Sample
No.
2-12
2-13
2-14

Table 2. Changing of Etch Rate according to Wafer Temperature.
Temperature
(◦ C)
200
250

Etch Rate
(Å/min)
45.5
221.9

Chuck
RPM
90

Sample
No.
6-21
6-22

III. 실험 결과
먼저 퍼들 (Puddle) 상태 즉, 웨이퍼 위에 상온의 인산
을 충분히 도포하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히터로
웨이퍼를 가열하여 질화막을 식각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인 인산의 공급은 배제시켰다. 이러한 실험은
기본적인 질화막 식각의 이해를 위해 진행하였다.
Table 1의 결과는 상온의 인산을 도포하고 30, 60, 90
RPM으로 회전하면서 200 ◦ C에서 60초간 식각을 진행한
결과이다. RPM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심력에 의해 인산은
웨이퍼 밖으로 버려지게 되고 웨이퍼 위의 인산막의 두께는
얇아진다. 즉, RPM은 인산막의 두께와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인산막이 얇아질수록 식각량은
떨어진다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온도 200 ◦ C는 이
미 끓는점보다 높은 상태로 85%의 인산은 유지될 수 없고
탈수가 진행되어 인산의 식각율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배치식 설비와 다르지 않은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덧붙여 농도까지 고농도
화되어 배치식 설비와 비교에서도 훨씬 낮은 식각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결과적으로는 배치식 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장치는 히터를
이용하여 공정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일 경우 식각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의 온도 편차는 200 ◦ C와 250 ◦ C로 하고
두 실험 모두 60초간 식각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200 ◦ C에서의 식각율과 달리, 250 ◦ C에서는 200 Å/min
을 상회하는 식각율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에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배치설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온도를 160

◦

Etch Rate
(Å/min)
45.4
50.8
80.3
90.8

Temperature
(◦ C)
200

Sample
No.
8-15
8-16
8-22
8-23

C 이상으로 높일 수 가없었지만, 본 장치의 경우 히터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직접 가열함으로 인해 200 ◦ C와 250 ◦ C
의 공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기존의 장치들이 인산용액의 끓는점 한계로
인해 식각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85% 인산에 약간의
첨가물들을 섞어서, 주로 F 계열 (HF 등) 의 첨가물이 들어
간 특수인산을 사용하는 방법들로 연구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본 장치는 웨이퍼를 직접 가열 가능한 장치로 공
정온도를 설정 가능한 온도인 Max. 300 ◦ C이하의 온도에서
순간적인 85% 인산용액의 식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배치식 장치가 특수인산에 기대어 높은 식
각율을 확보하기위한 노력들을 해왔었는데 반해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특수인산이 없이도 원하는 식각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배치식공정과 비교하여 확인되지 않은
공정상의 단점들을 확인하고 제거해간다면 충분한 장점을
가진 장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식각율로만 봤을 때에는 분명 높은 수치를 얻었지만 기
존의 이론치와 대비하였을 때 온도대비식각율은 아주 낮은
상태이다. 여기서 이러한 낮은 식각율과 관계하는 요소들이
어떤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퍼들 상태가 아니라 추가로 인
산을 소량으로 공정중에 도포하는 형태로 공정진행하였다.
온도는 200 ◦ C에서만 진행하고 250 ◦ C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250 ◦ C보다 200 ◦ C일때 온도에 따른 식각
율의 변화가 둔감하고 그리고 이 실험 이후에 진행될 균일성
(uniformity) 개선에 있어 상대적으로 쉬운 온도영역이다.
그래서 온도 200 ◦ C의 기초 실험에 집중하고 일정 균일성이
확보된 이후에 온도를 승온하여 실험과 연구를 전개해 갈
예정이다.
Table 3의 결과는 스윙분사유닛을 이용하여 식각시에 인
산을 정량 공급하면서 실험한 내용이다. 그 변화량은 각각
4, 8, 20, 30 cc/min으로 추가적으로 상온의 인산을 웨이퍼
위에 공급하고 식각시간은 동일하게 60초간 실시하였다. 이
때 히터는 폐쇄회로법 (close Loop) 으로 온도제어를 실시
하는 상황임으로 식각이 이루어지는 60초 동안 동일한 200
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유량이 많아짐에
따라 미세하게 히터의 출력량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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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유량이 높아짐에 따라 식각율이 상승하였다. 이는 고농
도, 탈수화되는 인산에 새로운 85%의 인산이 공급됨에 따라
고농도로 식각율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서 식각율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증가율을 그래프로 확인하면 식각율의 선형적

한계로 인하여 식각율 60 Å/min이상을 확보할 수 가 없

증가가 실험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
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산량을 추가로 공급하면 계속해서

방법들은 대부분 불소 (fluorine) 계열의 첨가제를 섞어서

인산의 식각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며, 현재의 인
산공급량이 포화된 상태의 공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족
하다란 정보도 알려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환류

기존의 질화막 식각공정의 경우 끓는점이라는 물리적
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연구된
60 Å/min이상의 결과들을 얻어낸 결과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를 인산이 아닌 질화막을 포함하고
있는 웨이퍼를 직접 가열함으로써 끓는점을 상회하는 온도

실험에서의 끓는점이상에서의 식각율을 비교해봐도 현재의
결과는 낮은 수준인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대역으로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환경에서 공정을 진행했

판단된다.
위에서 제시된 실험은 300 mm 웨이퍼 전체에 대한 균일
성을 정밀한 조정 없이 실시한 실험이다. 이 후 이를 바탕으

실험이였다. 결과에서 확인한대로 다른 복합적인 변수들로

로 적절한 식각율을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균일성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본 연구의 목표식각율은 100 Å/min

85% 인산만을 이용하여도 기존의 배치식 장치에서 보인

이며, 위 실험의 전반적인 균일성은 (웨이퍼당 49 Point
측정) 10% 내외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히팅
방식의 식각에 있어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산의 추가공급량에

을 때 기존 식각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인해 식각율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
퍼의 온도를 높힌 상태에서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순수한
한계 식각율인 60 Å/min 보다 훨신 높은 식각율을 얻을 수
따라서도 식각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송되는
인산 온도의 상한치는 인산의 끓는점 이하이며, 본연구가
진행하는 공정온도는 끓는점 이상이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t 가 존재하고 이것을 히터를 통해 목표한 온도까지 평균
적으로 올리는 문제이다. 즉, 항시 회전하는 웨이퍼 상에
서는 인산이 도포되는 웨이퍼의 위치와 회전하여 고온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위치에서의 온도에는 ∆t 의 회복과정이
동적으로, 항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해서 기존의
침전조 (bath type) 처럼 모든 계가 같은 온도로 존재하는
환경하에서 벌어지는 식각과 변화하는 온도에서의 식각과의
기본적인 공정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후의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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