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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소자가 초고집적화 되면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을 진행할 때 습식 세정과 관련 

된 여러 문제점들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집적화된 Device 구현을 

위해 반도체 소자의 종횡비가 증가됨에 따라 

미세 패턴에서의 세정 효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1] 또한, 일반적인 습식 세정을 이용한 

공정은 독성이 매우 강한 강염기 및 강산과 

같은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위험 

하고, 또한, 이를 희석시켜 사용하기 위한 사용 

량도 막대하여 그것들을 처리할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습식세정의 기술적 한계 및 환경적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Physical Cleaning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갈수록 증가 하고 있다. 

 

2. 본론 
 

2-1.  Physical Cleaning 소개 

이 논문에서는 3 가지 Physical Cleaning 방식 

에 대해서 다루었다. 첫 번째 Megasonic 방식 

은 Fig.1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Transducer 는 

전기에너지를 초음파에너지로 변환해주고, 이 

는 Quartz Rod 를 통해 Wafer 로 전달된다.[2] 

이때 Acoustic Energy 는 보통 1MHz 또는 그 

이상의 Sound Frequency 에서 수행한다.[3] 

Megasonic 공정 진행 시 소량의 Acetic Acid 를 

DIW (De-Ionized Water)와 섞어서 세정 공정에 

적합한 Cavitation 현상을 유도하여 피세척물의 

이물질을 파괴 또는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세정 

을 할 수 있다. 

 

 
Fig.1 Schematic of Megasonic type[2] 

 

두 번째 Ar-Aerosol 방식은 Fig.2 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체 상태의 Ar 과 N2 

가 혼합되어 Heat Exchanger 내 LN2 에 담가 

놓은 Coil 로 유입되어 100K 이하로 Pre-

Cooling 된 다음 기상과 액상이 혼합된 상으로 

변환된 후에 Nozzle 을 통하여 저압의 챔버로 

분사된다. 이와 같이 분사된 혼합체는 단열 

팽창과정을 거치면서 고체 입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Ar-Aerosol 이라고 한다. 이 공정을 

진행할 경우 Wafer 표면의 온도는 급격히 냉각 

되므로 Heater 를 사용하여 Wafer 표면에 응결 

및 Particle 이 다시 흡착되지 않도록 해준다.  

 

 
Fig.2 Schematic of Ar-Aerosol type 

 

마지막으로 Two Fluid Jet Spray 방식은 Mist 

Droplet 이 Wafer 로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 

Wafer 표면에서 좌/후로 발생하는 Droplet 

Force 에 의해 Particle 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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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및 결과 

실험 방법은 실험 시료를 각 설비에 Set-up 

되어있는 Basic Recipe 로 세정하고 계측기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Table 1 Information of physical cleaning types 
 

Physical 

Cleaning Type 

Used 

Components 

Process 

Time(sec) 

Megasonic 
Acetic Acid(①) 30 

DI W(②) 30 

Ar-Aerosol Ar + N2(③) 68.4 

Two Fluid Jet Spray DIW + N2(④) 47.5 
 

첫 번째 실험은 40 나노급 Flash Device 로 

Particle 제거력 및 Pattern Damage 평가를 진행

하였다. Fig.3 은 HITACH 社 IS3000 계측설비로 

측정한 Pattern Image 이다. 

 

   
①            ③           ④ 

Fig.3 Images of particles and damaged patterns 
 

Ar-Aerosol 방식은 Fallen Particle 이 100% 제

거 되었고, 이 Wafer 를 분류하여 확인한 결과 

17.5%의 Damage 가 발생하였다. Megasonic 방식

(①)은 Fallen Particle 이 95% 제거 되었고, 

Pattern Damage 가 Free 하였다. Two Fluid Jet 

Spray 방식은 Fallen Particle 이 100% 제거 되었

고, Pattern Damage 는 Free 하였다. 세정 능력 측

면에서 3 가지 Type 은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

여주었으나 Pattern Damage 측면에서는 Ar-

Aerosol 방식(③)이 다른 방식 대비 취약한 것

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PRE 및 Pattern 

Damage 를 평가한 것으로 PRE 평가를 위한 시

료는 300mm Silicon Wafer 위에 SiN Gel 을 떨어

트려 Particle Source 를 만든 뒤에 24 시간 정도 

Aging 하여 제작하였다. Pattern Damage 평가는 

50 나노급 DRAM Device 로 각 설비에서 3 회씩 

진행하였다. Pattern Damage 측면에서는 3 가지 

Type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PRE 

측면에서는 Megasonic 방식(①)이 Avg. 88.7%의 

효과를 보여주어 Ar-Aerosol 방식 Avg 71%, Two 

Fluid Jet Spray 방식 Avg 64.7%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실험도 설비 별로 3 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Ar-Aerosol 방식은 PRE Avg. 

43%, Two Fluid Jet Spray 방식은 PRE Avg. 54.3%

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Megasonic

방식(②)은 다른 방식 대비 Pattern Damage 가 

많고, PRE 가 0%로 세정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

하였다. 

 

 

  (a)2nd Result        (b)3rd Result 

Fig.4 Graphs of each experiment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3 가지 Type 의 Physical 

Cleaning 에 대한 PRE 및 Pattern Damage 평가

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약액을 쓰지 않는 Two 

Fluid Jet Spray Type 과 Ar-Aerosol Type 이 각각  

PRE Total Avg. 59.5%, 57%로 비슷한 실험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Cost 측면에서 Two Fluid 

Jet Spray 방식이 우세하고 Process time 도 Ar-

Aerosol Type 보다 20.9[sec] 정도 짧기 때문에 

Physical Cleaning Process 중 최적 조건으로 보여

진다. 

후기 
 

이 연구에서 소개한 Physical Cleaning 방식 

은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반도체 연구소 에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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