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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TI(Shallow Trench Isolation) Bottom Void 는 

Top Void 와 달리 IN FAB 내 Visual 이 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RCAT(Recess Cell 
Array Transistor) OCD(Optical CD) Depth 가 
깊어짐으로 인해 불량이 유발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HDP(High Density Plasma) Deposition 
공정에서 IPM(Integrated Process Module) 
Deposition-Etch 2cycle 공정에서 3cycle공정으로 
변경 후 STI Void 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cycle vs 3cycle 의 bottom up 지수를 V-
SEM(Vertical-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해 확인 하였으며 추가로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분석을 통한 막질 내 
잔류 Gas 를 분석해 발생 Mechanism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본론 

 
2.1 Bottom Void 확인 

 
Void 발생 Position 을 확인하기 위한 

Decap(Decapsulation) Void 확인 결과 HDP 공정 
진행된 Wafer 를 LAL500 장비에서 30sec 으로 
1 회 Decap 진행 시 마다 Void 발생 유무 확인 
시 Void 발생이 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Decap 5 회 진행 후 Void 발생 예상 
지점인 400~600 Å 사이에서 Void 를 확인 할 
수 없었다. 

 

2.2 Cycle 주기에 따른 Bottom up 지수 

 

STI Void 발생인자 중 가장 중요한 인자인 
Bottom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CVD STI 공정 
중 IPM 조건을 2cycle 과 3cycle 로 나누어 
Split 진행 후 Bottom up 지수를 확인 시 큰 
차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Fig. 2-2-1 IPM 2cycle VS 3cycle Bottom up 
 

V-SEM 결과 2cycle 2/2 진행 Bottom up 지수는 

평균 1000Å 정도이며 3cycle 진행 3/3 은 

950Å 수준으로 IMP cycle 별 차이는 있으나 

SUM Thickneess 확인 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2.3 공정 막질 별 “F” 함량 비교 
 
막질 표면의 분자 결합 구조나 막질 자체의 

원소함량에 따른 Void 유발가능성에 대해 SIMS 

분석을 통하여 “F”함량 비교 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cycle 진행 시 막질 내 “F” 함량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나 Peak point 가 500 ~ 

600A 사이에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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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Margin 성 Void 가 발생이 되었다. 

이는 IPM Deposition 진행 시 막질의 

경계면에서 결합 상태가 다른 막질이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Fig. 2-3-1 2cycle VS 3cycle “F” in the membrane 
 

 아래 2cycle 에서 Deposition 후 O2 

Treatment Time 을 기존 15sec -> 30sec 으로 

상향 시 SIMS 분석 결과 막질 내 “F” 함량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O2 Treatment 진행 시 “F”이 

결합된 자리에 “O2”가 치환 되면서 표면에 

존재하는 Bond 비율이 줄어들고 표면에 

잔존하는 “F” 이온기가 줄어들면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2-3-2 O2 Treatment Time Split (2 cycle) 
 

2.4 Split Test 진행 간 Void 지수 확인 

 

 Void 지수 확인 결과 1 차 Test 진행 시 

2cycle 과 2cycle + Etch time(8->4sec), 

3cycle 조건 진행으로 1cycle NF3 Flow Time 

에 대한 Void 지수 및 3cycle vs 2cycle 및 

2cycle + O2 Treatment time 30sec 상향 

조건의 Void 지수 결과를 얻고자 Sample 진행 

및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2-4 Sample progress by process conditions 

 
 

비교 결과 2cycle 대비 O2 Treatment time 

상향 조건에서 Void 지수가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IMP 진행 시 막질의 

계면간 “F” 함량이 줄어드는 것을 SIMS 

분석으로 알 수 있었으며 이는 Dangling bond 

결합 비율이 줄어 들어 후속 Etch 공정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RCAT Depth 의 증가와 IMP 

조건 진행 시 계면간 막질에 남아 있는 “F” 

이온화 원소들이 후속 공정에 영향을 주어 

Void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cycle 전면 적용 후 수율 및 Void 지수 확인 

시 수율은 0.95% 개선이 되었으며 Void 지수 

또한 3cycle 적용 후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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