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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s used to identify chemical species and monitor the changes of process results 

during the plasma process. However, plasma process monitoring or fault detection by using emission signal variation 

monitoring is vulnerable to background signal fluctuations. IR heaters are used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hambers where high temperature uniformity and fast response are required. During the process, the IR lamp output 

fluctuates to maintain a stable process temperature. This IR signal fluctuation reacts as a background signal 

fluctuation to the spectrometer. In this research, we evaluate the effect of infrared background signal fluctuation on 

plasma process monitoring and improve the plasma process monitoring accuracy by using simple infrared 

background signal subtraction method. The effect of infrared background signal fluctuation on plasma process 

monitoring was evaluated on SiO2 PECVD process. Comparing the SiO2 film thickness and the measured emission 

line intensity from the by-product molecules, the effect of infrared background signal on plasma process monitoring 

and the necessity of background signal subtraction method wer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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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플라즈마를 활용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집적도가 증가

함에 따라, 공정 오차에 대한 마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

다[1, 2]. 기존 반도체 장비에서 제공하는 인가 전력, 압력 

등 일차적인 센서 값의 모니터링으로는 향후 공정 관리

에 어려움이 예상된다[2-4]. 이에 가상 계측을 활용한 공

정 결과 예측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플라즈마 공정 중 방출되는 광신호를 측정하는 광학적 

발광 분광법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은 비침습성, 

                                                                                                          
†E-mail: kang@kimm.re.kr 

설치의 용이성 및 비교적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으로 산

업 현장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1, 5]. 그러나 비침습성 센

서는 침습성 센서에 비해 주변 노이즈에 취약하다[6]. 특

히 높은 증착률 균일도 및 빠른 온도 제어를 위해 적외선 

히터를 장착한 경우, 히터로부터 방출 된 적외선은 OES

를 활용한 플라즈마 공정 변동 모니터링에 제약을 준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스펙트로미터의 전기적 배경신호는 

공정 중 세기의 변동폭이 작아 플라즈마 오프 시점의 측

정 값을 빼주는 방식으로 쉽게 제거가 된다[7]. 그러나 적

외선 히터로부터의 배경신호는 공정 온도에 따라 세기의 

변동폭이 증가하며, 일정한 공정온도를 맞추기 위해 실시

간을 변동한다. 방출광신호의 세기 변동 모니터링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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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정 변동 및 고장 감지(fault detection) 중 배경신호의 변

동은 모니터링 결과에 오차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에서 널리 활용되는 고온 플라즈마 증착 공정인 

SiO2 PECVD에서, 적외선 히터에 의한 OES 신호 진단 영

향을 관찰하였다. 관찰 된 플라즈마 방출 광신호와 적외

선 배경신호의 스펙트럼 차이를 활용한 스펙트럼 후 처

리를 통해 방출 광신호에서 배경신호를 분리하였다. 배경

신호 분리 전,후의 방출 광신호를 활용한 SiO2 PECVD 공

정 모니터링을 통해, OES 기반 공정 모니터링의 효율 향

상에 대해 논하였다. 

 

2. 실험 조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널리 활용되는 실리콘 산화막 

증착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산업체에서 활용도가 검증된 

설비(AMAT-P5000, Applied Materials)와 해당 장비의 표준 레

시피를 사용하였다. 반응기는 13.56 MHz 전원이 연결된 

샤워헤드 상부 전극과 6 인치 실리콘 웨이퍼 기판으로 구

성되었다(Fig. 1). 샤워헤드와 기판 간 거리는 8.65 mm이다. 

공정 중 방출광신호 진단을 위해 기판과 샤워헤드 갭 중

앙에 초점을 위치시킨 콜리메이터에 스펙트로미터(Maya 

2000 pro, Ocean Optics Inc.)를 설치하였다. 공정 중 장비 운전 

상태 정보 및 스펙트로미터에서 측정된 실시간 방출 광

신호는 정보 통합 시스템(Tool-box, 프라임솔루션)을 통해 

수집하였다. 

 

(a) 

(b) 

Fig. 1. Figure and Schematic diagram of PECVD chamber 

and spectrometer installment. 

위 설비에서 [Si(OCH2CH3)4] (Tetraethoxysilane, TEOS)를 활

용한 SiO2 증착과 NF3를 활용한 세정을 진행하였다. 증착 

및 세정의 세부 레시피는 Table 1과 같다. 증착 공정은 약 

90 초의 안정화 스텝 이후, 63 초 간 전력 인가를 통해 SiO2 

박막을 증착한다. 세정 공정은 약 30 초의 안정화 스텝 이

후, 60초씩 2회 전력 인가를 통해 반응기 내벽의 잔여 SiO2 

를 제거한다. 세정 이후 반응기 내벽 상태 유지를 위해, 30

초간 pre-coating을 진행한다. Tool-box를 통해 측정한 증착 

스텝 중 유입 기체 유량 및 인가 전력 변화는 Fig. 2와 같다. 

 

Table 1. Details of SiO2 PECVD recipe 

 SiO2 증착 세정 

인가 전력 (W) 190 580 

압력 (Torr) 14 3 

방전기체 (sccm) 
Ar 300 / Carrier 
300 / O2 460 / 

TEOS 445 

Ar 200 / O2 500 / 
NF3 600 

공정 온도 (oC) 400 400 

공정시간 (sec) 63 60 x 2회 

 

Fig. 2. Sequential variations of gas flowrate and input power 

during the SiO2 deposition recipe. 

 

3. 결  과 

Fig. 3(a)에서 공정 온도가 높아질수록, 적외선 히터 출력 

증가에 따라 적외선 배경신호 역시 급격히 증가한다. 웨

이퍼가 공정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도, 공정 중 방전 기체 

및 전력 인가에 따라 웨이퍼 온도가 변할 경우, 설정 온

도에 도달할 때까지 적외선 배경신호가 변동한다. SiO2 증

착 공정에서 TEOS는 유기 리간드가 제거된 뒤, 산소 라

디칼에 의해 산화되며 H2O 및 CO등의 반응 부산물이 방

출된다 [8]. 따라서, CO 분자에서 방출되는 광신호는 SiO2 

증착에 필수적인 전구체 산화과정모니터링의 인자로 활



 

적외선 배경신호 처리를 통한 OES 기반 PECVD 공정 모니터링 정확도 개선 

 

Journal of KSDT Vol. 18, No. 1, 2019 
 
 

7 

용된다. 그러나 CO 분자의 방출 광신호의 파장 영역인 

450, 483, 519 nm 영역은 적외선 배경 신호 변동에 따른 세

기 변동이 심화되는 영역이다. Fig. 3(b)의 공정 중 CO 방출

광 신호의 파장 영역대에서 적외선 배경신호의 급격한 

변동이 관찰된다. 

 

 (a) 

(b) 

Fig. 3. (a) Full spectrum of IR background signal for different 

process temperature, and (b) Spectrums of CO emission 

region for different SiO2 deposition step. 

 

플라즈마의 분자 방출 스펙트럼은 전자의 여기-천이 준

위 차이에 따른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된다. 이 때, 방출되

는 빛은 광학계 및 도플러 브로드닝 등에 의해 최대값에서 

좌우로 약 1~2 nm 확장 된 영역에서 나타난다. 반면 텅스텐 

램프의 흑채 복사를 통해 방출되는 적외선 배경 신호는 

OES의 주 관찰대상인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 증가에 따

라 세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자 방출 신호와 적

외선 배경신호의 파장 변화에 따른 방출 경향성 차이를 활

용하여 방출 광신호와 적외선 배경신호를 분리하였다.  

Fig. 4와 같이 관찰되는 스펙트럼의 면적을 구분하였다. 

S1은 방출광 신호의 브로드닝을 고려한 신호의 세기를 의

미하며, S2는 적외선 배경신호와 스펙트로미터가 가지는 

전기적 노이즈에 의한 배경 신호의 합을 의미한다. 이 때 λ2~ λ3의 거리가 가깝고, 적외선 배경 신호의 기울기가 크지 

않다면 선형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λ3- λ2 = λ2- λ1+ λ4- λ3을 

만족하는 영역을 선정하면, S2 ≈ S3 + S4가 성립한다. 따라서, 

S1은 λ2~ λ3 파장 영역의 면적 적분 값에서, λ1~ λ2 와 λ3~ λ4 영

역의 적분 값의 합을 빼준 값과 같다. 이와 같은 관계식을 

실험에 사용한 Tool-box에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적외선 배경신호를 방출광 신호로부터 빼주었다. 

 

Fig. 4. Segmentation of emission spectrum for infrared 

background signal subtraction from the emission 

signal of by-product molecules. 

 

적외선 배경신호 제거 유무에 따른 SiO2 증착공정 모니

터링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단일 웨이퍼의 증착 스텝 중, 

적외선 배경신호 제거 유무에 따른 CO 483 nm 신호의 방

출 특성은 Fig. 5(a)와 같다. 적외선 배경 신호를 제거하지 

않은 483 nm pixel의 최대값(I(λmax))과 적분값(S1+S2)은 플라

즈마 방전 이전에도 신호 변동이 관찰되며 낮은 신호 대

비 노이즈 비율 (signal to noise ratio)을 보인다. 반면 적외선 

배경신호를 제거한 CO 483 nm 신호의 적분값(S1)은 높은 

신호 대비 노이즈 비율을 보인다. 각 웨이퍼의 전력인가 

구간 동안의 CO 483 nm 신호 평균값을 증착 된 SiO2 박막 

두께와 같이 나타내면 Fig. 5(b)와 같다. 증착 된 SiO2 박막

의 두께는 엘립소미터(M2000D, Woollam Inc.)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6 인치 웨이퍼의 중앙 1점, 반지

름의 1/3 지점 4 점, 반지름의 2/3 지점 4점에서의 두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Fig. 5(b)에서 SiO2 박막 두께 및 CO 

483nm 신호는 최대값을 1, 최소값을 0.5으로 선형 정규화

하였다. 각 웨이퍼에 증착 된 SiO2 박막의 두께는 초기 13 

장 동안 1.85% 이내의 작은 변동폭을 보이지만, 이후 20 

장까지 두께가 약 23.45 % 증가한 뒤 수렴하였다. 이러한 

공정 결과의 변화는 공정 온도 및 화학 균형이 평형 상태

에 도달하는 동안 공정이 드리프트하는 첫 장 효과로 설

명된다. 공정 결과가 드리프트 하는 동안, TEOS 산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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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반응 부산물인 CO 483 nm 신호의 세기 역시 크게 변

동한다. 특히 공정 결과의 변동이 큰 13~20 번째 웨이퍼 

구간에서 적외선 배경 신호의 처리 방법에 따라 공정 결

과와 OES 신호 사이에 큰 편차가 관찰된다. 플라즈마 공

정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웨이퍼의 SiO2 

박막 두께와 CO 483 nm 신호의 선형적 관계를 Fig. 5(c)에 

나타내었다. 공정 결과의 변동이 큰 Normalized SiO2 

thickness 0.6~0.85 구간에서 적외선 배경신호가 제거되지 않

은 I(λmax), S1+S2 값이 선형관계를 크게 벗어남을 알 수 있

다. SiO2 박막 두께와 CO 483 nm 신호의 선형 상관도(R2) 역

시 적외선 배경신호 처리를 통해 0.7412, 0.7675에서 0.8999

로  

 

 
(a) 

 
(b) 

 
(c) 

Fig. 5. (a) Variation of CO 483 nm intensity during the SiO2 
deposition, (b) Measured SiO2 film thickness and 
monitored CO 483 nm intensity for peak intensity, 
integrated intensity with and without IR background 
subtraction, and (c) Linear correlation between the 
normalized SiO2 thickness and CO 483 nm emission 

intensity.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공정 온도 평형과 관련된 적외선 

배경 신호가 온도 평형이 도달하는 구간에서 크게 변동

하여, OES를 활용한 공정 결과 모니터링 정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히터에서 방출되는 배경신호가 

플라즈마를 활용한 공정 모니터링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공정 온도 유지를 위한 적외선 방출량 변

동이 스펙트로미터의 500~900 nm 영역의 방출광 신호 변

동 모니터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

장에 대해 연속적인 적외선 배경신호의 특성을 활용하여, 

파장에 대해 불연속적인 방출광 신호만을 분리하였다. 적

외선 배경신호 제거 유무에 따른 공정 모니터링 정확도 

분석결과 R2이 0.75 근방에서 0.9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

한 적외선 배경신호 제거의 효과는 높은 온도의 공정 및 

600~800 nm 근방의 방출광 신호 선정 시, 정확도 개선에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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