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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effects of deionized (DI) rinse and oxide HF wet etch processes on silicon substrate during

a photolithography process. We found a fail at the wafer center after DI rinse step, called Si pits, during the fabrication of a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CMOS) device. We tried to find out the mechanism of the Si pits by using the

silicon wafer on CMOS fabrication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friction charge induced by the DI rinsing. The key

parameters of this experiment were revolution per minute (rpm) and time. An incubation time of above 10 sec was observed

for the formation of Si pits and the rinsing time was more effective than rpm on the formation of the Si pits. The formation

mechanism of the Si pits and optimized rinsing process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charging level using

a plasma density monitor. The DI rinse could affect the oxide substrate by a friction charging phenomenon on the

photolithography process. Si pits were found to be formed on the micro structural defective site on the Si substrate under

acceleration by developed and accumulated charges during DI rinsing. The optimum process conditions of DI rinse time and

rpm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systematic study of various rins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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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따라 VLSI (very-large-

scale integration) 제조 공정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집적회로의 집적도는 더욱 증가하고 그에

따른 회로의 선폭도 매우 미세해져 가고 있다. 반도체 제

조 공정은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

ductor) process integration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데, 일반적으로 Si wafer로부터 시작하여 diffusion, photo-

lithography, etch, thin film, cleaning, CMP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probe/test 등의 공정을 통해

원하는 집적 회로가 형성된다.1)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기 위

해서 디자인된 집적회로는 photomask를 이용한 lithography

공정에 의해 wafer에 원하는 패턴이 형성된다. Photolitho

graphy는 석판 인쇄술이라고도 하며, 오늘날 거의 모든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패터닝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포토 공정은 원하

는 필름 구조막의 모양을 형성하기 위한 etch masking 역

할이나 원하는 지역에 적정량의 이온을 주입하기 위해

masking을 형성하는 공정이다.2)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며, Si wafer 위에 resist coating →

exposure→ develop 의 3단계 공정을 통하여 진행이 된다.

Resist coating 공정은 Si wafer 위에 PR (photoresist)을

도포하는 공정이고, exposure 공정은 반도체 설계에서 완

성된 모양을 원판 mask를 이용하여 wafer에 도포된 resist

에 일정한 파장의 빛을 통과시켜 PR이 감광되도록 해주

는 공정이다. Develop 공정은 노광이 완료된 resist 위에

감광성 수용액을 뿌려주어 빛을 받은 PR을 선택적으로

녹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3) 반응이 완료된 이후에는 남

은 반응물을 제거하기 위해 DI (deionized) water를 이용

하여 wafer를 회전시키면서 세정을 진행하게 된다. DI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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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진행하는 것은 Si wafer 위에 남아있는 PR 반응

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 중에 최적

화되지 않을 경우 이물질이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세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설정

하여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4)

CMOS 소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2가지 동작 전압을 갖

기 위한 구조를 형성하는 공정으로 gate oxide 형성, 패

턴 형성, deglaze, dual gate oxide 형성의 과정을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deglaze를 선택적으로 하기 위

한 photo masking 공정과 resist가 없는 부위를 HF를 이

용하여 선택적으로 wet etch 하여 gate oxide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과정에서 Fig. 1(a)에서와 같이 wafer center

부위에 (b)에 나타난 것처럼 200 nm 이상 크기의 Si pits

의 형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하는 Si pits 은 반

도체 소자의 액티브 영역 즉, 트랜지스터의 소스, 드레

인 영역의 defects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반도체 소자에

서 심각한 parameter shift 및 fail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시급한 원인 규명과 최적의 프로세스 조

건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위의 현상은 여러 가지 문헌 조사를 통한 경험을 바탕

으로 wafer내에서 발생하는 center 경향 및 oxide 막질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DI rinse와 비슷한 원인 또는 메

커니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판단되고 있다. 아울

러 photo patterning 형성 과정의 현상 과정에 DI 세정의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의 시간인 20 sec 보

다 긴 시간이고 wafer가 회전하는 세정과정에서 oxide 막

질과 DI water간의 마찰·충돌로 인한 마찰 하전 현상

에서 기인하는 하전(charging)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근

본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i-oxide 계면에서 발생하는 하전 현상

이 Si pits 현상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DI 세

정의 핵심 parameter인 시간 및 rpm (revolution per

minute) 등의 변경을 통하여 Si pits 발생 정도를 defect

inspection 장치를 통하여 관찰 하였으며, 동시에 PDM

(plasma density monitor) 장치를 이용하여 하전 정도와 Si

pits 발생 정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oxide 막질에서는

하전 현상이 마찰 하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세정 과정을 충분히 하여 원하지

않는 이물질이 패터닝 이후에 남지 않게 하는 최소 공정

시간 마진을 검증하는 최적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핵심 공정 파라미터의 역할을 한 devel-

oper의 recipe 실험을 진행한 장비로 TEL 사의 coating &

developer를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resist를 도포하기 위

한 coater부, soft bake 와 PEB (post-exposure bake),

PDB (post development bake)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하

기 위해 wafer에 비접촉식으로 열에너지를 가해주는 bake

부, 접착력 강화를 위해 HMDS (hexamethyldisilazane) 를

도포하기 위한 adhesion부, 노광된 부위의 resist를 제거하

고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주어 최종적인 패턴을 형성

해주는 developer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

에서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develop 과정을 수행하는

develop unit은 TMAH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2.38% 수용액을 항상 23oC, 45% 로 유지 시켜주는 항

온, 습도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5)

Si wafer 위에서 발생하는 defects를 검출하기 위한 장

치로서 KLA-Tencor사의 KLA23XX 모델을 이용하여, Si

pits 발생의 정도 파악 및 wafer image map등의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Si pits 의 image 확인을 위한 장치로서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장치를 이용 하였

다. JEOL 사의 tilt SEM 과 Hitachi 사의 평면 SEM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막질에서 발생하는 마찰 대전 현상을 규

Fig. 1. Si pits on dual gate oxide formation process. (a) wafer image

and (b) magnified Si p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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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위해서 하전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PDM 장치를 이용하였다.6-7) 사용한 장치는 SDI 사의

FAaST230 모델로 wafer와 surface potential electrode

(Kelvin Probe)와의 noncontact 방식을 이용하여 plasma

non-uniformity로 인해 생성된 하전에 의해 변화된 Vox

(oxide barrier)를 측정하여 plasma charging damage 여

부를 monitoring 하는 것이다. Gate oxide의 plasma damage

는 non-contact, real time monitoring 으로 PDM 을 이용,

∆VPDM의 측정으로 monitoring 하였다. 즉 패턴이 없는 bare

oxide의 표면에 식각후 잔재하는 plasma charge를 wafer 표

면과 reference electrode가 collection하고 이로부터 인가되

는 AC signal의 ∆VPDM 값을 센서가 측정 하여 한 wafer

당 6000 point에 이르는 VPDM의 map으로 구현하였다.

Si pits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high

voltage gate oxide formation을 위한 전 단계까지 Si

wafer를 processing하여 준비하였다. STI (shallow trench

isolation) process를 통하여 소스, 드레인으로 사용되는 액

티브 지역을 형성 시켜 주면, 각 소자간의 isolation 이

이루어지게 된다. High voltage 영역과 low voltage 소

자 영역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oxidation 공정을 통하여

gate oxide를 형성 시켜주는데, 그 이전에 액티브 지역의

잔류 oxide와 불순물을 제거하여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SC1 (standard cleaning 1) / HF / H2O2를 이

용하는 wet 공정을 도입하였다. 이후에 850oC, 6 hr 정도

oxidation 공정을 진행하여 gate oxide를 100 Å 정도 형

성 시켰다. High voltage 영역의 gate oxide는 유지하고,

low voltage 지역의 gate oxide 는 제거하여 주기 위해

photo 공정으로 resist pattern을 다시 형성한 다음 low

voltage 영역의 gate oxide 를 HF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Si pits의 주요 인자를 판단하기 위해 500, 1000, 2000

rpm 에서 10, 20 및 40초 동안 DI 세정을 진행한 후,

deglaze 및 defect inspection 으로 Si pits 형성여부를 관

찰하였다. 이후 DI 세정에 의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최

소 시간의 도출과 Si pits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 시간의

확인을 위해 500 rpm 에서 세정 시간을 각각 10, 13, 16,

19, 21, 24, 27, 30, 33, 36, 40초로 하고 후속 HVGX

deglaze 공정을 통하여 oxide를 제거한 이후에 발생되는

residue와 Si pits 의 발생 정도를 검증 하였다.

Si pits 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Si pits

개선 최적화 실험에서 진행된 조건에 맞는 DI 세정 rpm

과 시간에 따라 하전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시료는 Si

wafer에 oxide 1000Å을 CVD를 이용하여 증착한 이후에

developer 장치의 develop unit 을 통해 현상액 분사 없이

DI 세정 조건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

를 PDM 장치를 이용하여 하전 분포의 정도와 uniformity

를 측정하였다. 500, 2000 rpm의 두 조건에서 시간을 0 ~

70초까지 10초 간격으로 나누어서 세정 과정을 진행 한

후에 PDM을 통하여 wafer내의 전압 변화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i pits의 주요 인자를 판단하기 위해 500, 1000, 2000

rpm 에서 10, 20 및 40초 동안 총 9개의 시료에 대해

DI 세정을 진행한 후, deglaze 및 defect inspection 으로

Si pits 형성여부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Fig. 2에 제시하

였다. DI 세정을 10초간 실시한 경우에는 rpm에 관계없

이 Si pits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i

pits이 발생하기 위한 DI water와 wafer간의 충돌로 인한

마찰 하전이 적게 발생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회전

수 500 rpm 조건에서는 세정 시간을 10, 20, 40초 로

증가함에 따라 defect density가 0, 3, 6 ea/cm2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회전수 1000 rpm에서도

동일하게 0, 5, 10 ea/cm2으로 증가하였고, 회전수 2000

rpm에서도 0, 12, 20 ea/cm2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나아가 동일 시간에서는 회전수 증가에 따라 Si pits이 증

가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DI 세정 시간이 Si pits의 발생

경향을 증가시키는 매우 주요 인자이나 10초의 경우, 세

rpm 모두에서 Si pits이 발생하지 않아 Si pits의 발생에

는 임계 세정 시간이 존재하며 Si pits 의 형성에 있어

서는 rpm과 함께 세정 시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을 알 수 있다. 

DI 세정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 시

간을 도출하고 Si pits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 시간을 확인

하기 위해 500 rpm의 고정된 wafer 회전수 조건에서 세정

시간을 10, 13, 16, 19, 21, 24, 27, 30, 33, 36, 40 초의

조건으로 시행한 결과를 Fig. 3에 제시하였다. 앞의 실험

과 동일하게 후속 HVGX deglaze 공정을 통하여 oxide

를 제거한 이후에 발생되는 residue와 Si pits의 발생 정

도를 검증하였다. Fig.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residue의

발생 정도는 10초 조건에서 10 ea/cm2로 최대의 결과를

보였고, 세정 시간 증가에 따라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30초 이상이 되어야 DI 세정으로 인해 develop액에 녹

Fig. 2. Si pits defect density with DI rinse rpm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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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resist의 잔류물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이 확

인 되었다. DI 세정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27초 이상

의 조건에서 Si pits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이상의

조건에서도 defect density가 3 ea/cm2 정도로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이 결과는 Fig. 2에 제시되어 있는 시간 증대

에 따라 defect 증대의 경향을 보인 결과와 다른 경향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는 Si pits의 발생 개수가 wafer 내에

서 1000 ea 가량으로 많기 때문에 KLA defect inspection

장치에서 검출 시 오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DI 세

정 시간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residue 와 Si pits이 서로

trade off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적의 공정

조건을 위해서는 소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residue가 조금 남고 Si pits이 생성되지 않는 조건이 나

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Si pits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Si pits

개선 최적화 실험에서 진행된 조건에 맞는 DI 세정 rpm

과 시간에 따라서 생성되는 하전 정도를 측정하여 Fig.

4에 제시하였다. 측정 시료는 Si wafer에 oxide 1000 Å을

CVD를 이용하여 형성한 이후에 DI 세정을 500, 2000

rpm의 회전 수에서 시간을 0 ~ 70초까지 10초 간격으로

나누어서 진행 한 후에 PDM을 통하여 wafer내의 voltage

변화를 관찰하였다. DI 세정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0초)

에는 wafer내에서 charge 차이가 0.482 V 이내로, voltage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DI 세정을 10초 진행한

경우에는 500, 2000 rpm에서 각각 7.976 V, 9.837 V의 값

을 보여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세정 시간이

적은 경우에서는 wafer의 회전수가 charge 형성에 큰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00 rpm 회전수

의 조건에서는 20초 조건까지 charge 차이가 11.717 V까

지 증가하지만, 시간 증가에 따라서 charge 차이의 증가

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70초까지 진

행된 경우에서도 charge 차이가 19.19 V까지 밖에 증가하

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afer의 회전수가 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영향이 적지만, 일정 시간 이후에는 시간

증가보다 오히려 영향이 큼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2000

rpm의 회전수 조건에서는 10초 조건까지 500 rpm 조건과

크게 차이가 없는 9.837 V 를 나타내 주었지만, DI 세정

시간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0초를 실시한 조건에서도 500 rpm, 70초 조건

의 19.19 V 보다 높은 21.12 V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시간 증가에 따라 charge 차이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하

여 70sec 조건에서는 무려 45.64 V에 달하고 있다.

Dual gate 형성을 위한, 고전압(high voltage) 영역의

Fig. 3. Si pits defect density and residue on 500 rpm of DI rinse

with various rinsing time.

Fig. 4. Vpdm on 500 and 2000 rpm of DI rinse with various rin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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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ing 역할을 하는 resist pattern 형성의 photo 공정에

서 기인되는 wafer 하전 모습과 후속으로 진행되는 HF 를

통한 wet etch 과정에서 Si pits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Fig. 5에 설명하였다. PDM으로 측정된 wafer내의 하전 정

도의 차이 측정 결과로부터 유추하면, HVGX pattern 형

성의 DI 세정 과정에서 Fig. 5(a)에서와 같이 SiO2 표면

에 존재하고 있는 하전을 집중 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8) 후속 진행되는 HF wet etch 공정에서는 아래 (1),

(2)와 같은 반응식에 의해 low voltage 영역에 해당되는

oxide를 제거시키게 되고, 이 과정 중에서 Si 표면이 드

러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BHF (buffered HF)는 HF

0.49%와 NH4F 39.1%의 혼합물이며, 반응 온도 25oC에

서 oxide의 etch rate은 92 Å/min정도이다. 그 이후 Si 표

면 위에 잔류되어 있는 oxide를 제거해주기 위해 HF에

의해서 Si 표면이 over etch 되게 되는데 Si 표면의 미세

결함이나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에서 (3)의 반응이 국부적

으로 먼저 일어나게 되고 develop 과정에서 형성된 charge,

즉 ion들이 반응을 촉진하게 되어 Si pits 현상으로 나타

나게 되는 것이다.

HF + NH4F → NH4
+ + HF2

− (1)

SiO2 + 2NH4
+ + 2HF2

− + 2HF → (NH4)2SiF6 + 2H2O (2)

Si + 4HF → SiF4 + 2H2 (3)

Si 표면 또는 내부의 defect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

며 vacancy, stacking fault, dangling bond, void, crystal

originated particle 등이 그것이다. Si 표면의 polishing을

통한 평탄화 과정에서도 polishing induced pits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있다. 또한 반복적인 산화-HF 식각

-염기성 세정 공정 중에 Si 기판 표면에 pits 형상의 결

함이 형성되며, SC1 세정이 아닌 산화 또는 HF 식각 공

정에서 기인된 defects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고되었다. Si

막질 위에 pad oxide를 다양한 두께로 형성해주고, HF를

통하여 oxide를 제거한 후에 SC1으로 추가 cleaning 하

는 과정을 반복해주면, Si pits의 개수가 반복되는 공정의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가 관찰

되고 있다.9) 이는 HF에 의한 oxide 제거 이후 추가적인

over etch에 의해서 Si 표면의 defect에서 Si가 HF에 의

해 국부적으로 etch가 일어나 Si pits이 형성됨을 설명해

주고 있다.

4. 결 론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plasma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하전이 소자에 미치는 영향이 plasma

를 사용하지 않는 lithography 공정의 인자에 의해서도 발

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xide 절연막

이 형성된 상태에서 photo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서 DI 세정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고, 마찰 하전 현

상에 의한 하전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았다.

이와 같은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Lithography 공정의 현상 과정 중 DI 세정에 의한

영향으로, 후속 진행되는 high voltage deglaze 공정에서

HF 처리를 이용한 oxide film의 선택적인 제거 과정에서

Si pits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현상과정의 DI 세정시 여러 인자 중에서 세정 시간

과 wafer의 회전수가 Si pits 의 형성과 연관성이 매우 높

은 parameter임을 확인하였다.

3. PDM 측정 장치를 이용한 DI 세정 조건별 하전 정

도를 파악함으로써 DI 세정 시간과 rpm에 의한 마찰 하

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로 인

해서 oxide film에 발생한 하전이 HF를 이용한 oxide 의

선택적인 제거 과정에서 Si 표면의 defect에서의 국부적

인 식각 반응을 촉진시켜 선택적으로 Si pits을 발생시키

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었다.

Fig. 5. Si pits formation mechanism: (a) charging occurrence on

develop process and (b) formation of Si pits during HF wet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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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lithography 공정 중 develop 과정에

서 사용되는 공정 인자 고려 시 DI 세정 시간과 rpm을

residue만을 고려하여 충분히 늘리는 것은 시간 증가에 따

른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oxide film과 같은 절연막 사

용의 경우 하전 현상에 의한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기

존에 반도체 공정 중 photo 공정 외의 타 공정에서만 확

인되었던 하전으로 인한 막질 영향 및 소자 영향 현상이

lithography 공정에서도 기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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