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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창희

전체 청구항 수 : 총 31 항

(54)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이의 제조 방법, 이를이용한 반도체 기판의 세정 방법 및 반도체 장치

의 제조방법

(57) 요약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 없이 폴리머를 제거하고,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억제할 수 있는 세정액 조성물, 이의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세정 방법 및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은 수산화 알킬암모늄, 불소 화합물 및 순수를

포함하는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완충제 및 부식방지제를 포함한다. 세정액 조성물은 도전성 구조물 및 기판 상에 잔

류하는 폴리머를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도전성 구조물에 대한 금속 오염 및 입자 오염을 용이하게 억

제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불소 화합물 및 순수를 포함하는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적어도 알칸술폰산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

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하여,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93 내지 99.4995중량%, 완충제 0.5

내지 3중량% 및 부식방지제 0.0005 내지 4중량%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제는 무기계 암모늄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계 암모늄염은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 및 요오드산

암모늄(ammonium iodate)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

액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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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식방지제는 카르복시산계 화합물, 알콜계 화합물 및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

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칸술폰산계 화합물은 메탄술폰산(methanesulfonic acid), 에탄술폰산(ethanesulfonic acid), 프

로판술폰산(propanesulfonic acid) 및 부탄술폰산(butanesulfonic acid)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카르복시산계 화합물은 아세트산(acetic acid),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부티르산(butyric

acid), 옥살산(oxalic acid), 말론산(malonic acid), 말레산(maleic acid), 숙신산(succinic acid), 글루타르산(glutaric

acid), 아디프산(adipic acid), 프탈산(phthalic acid) 및 푸말산(fumaric acid)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알콜계 화합물은 1,4-부탄디올(1,4-buthanediol), 1,3-프로판디올(1,3-propanediol), 1,2-부탄

디올(1,2-butanediol), 1,3-부탄디올(1,3-butanediol), 2,3-부탄디올(2,3-butanediol) 및 카테콜(catechol)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하여,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2 내지 3중량%, 불소 화합물 0.05 내지 1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은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수산

화 테트라에틸암모늄(tetraeth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테트라프로필암모늄(tetraprop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테트라부틸암모늄(tetrabut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테트라헥실암모늄

(tetrahex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테트라옥틸암모늄(tetraoct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벤질트리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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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늄(benzyltrimeth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디에틸디메틸암모늄(diethyldimeth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hexadecyltrimethylammonium hydroxide) 및 수산화 메틸트리부틸암모늄

(methyltributylammonium hydroxide)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소 화합물은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불화 암모늄(ammonium fluoride), 불화 테트라메틸

암모늄(tetramethylammonium fluoride), 불화 테트라에틸암모늄(tetraethylammonium fluoride), 불화 테트라프로필암

모늄(tetrapropylammonium fluoride), 불화 테트라부틸암모늄(tetrabutylammonium fluoride), 플루오로보릭산

(fluoroboric acid), 테트라메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tetram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 테트라에틸

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tetra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 테트라프로필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

트(tetrapropylammonium tetrafluoroborate) 및 테트라부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tetrabutylammonium

tetrafluoroborate)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식방지제는 적어도 알칸술폰산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1 부식방지제 0.1 내지 5 중량% 및 제2 부

식방지제 0.0001 내지 10중량%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식방지제는 카르복시산계 화합물 및 알콜계 화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부식방지제는 계면활성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7.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알칸술폰산계 화합물, 카르복시산계 화합물 및 알콜계 화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부식방지제 0.1

내지 5 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8.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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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제 0.1 내지 5중량%;

계면활성제 0.0001 내지 10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19.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알칸술폰산계 화합물, 카르복시산계 화합물 및 알콜계 화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부식방지제 0.1

내지 5 중량%;

계면활성제 0.0001 내지 10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청구항 20.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및 순수 73 내지 99.7899중량%를 혼합하여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에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5중량%

를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4 내지 1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폴리머가 잔류하는 도전성 구조물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불소 화합물 및 순수를 포함하는 유

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

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기 폴리머와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및 완충제를 반응시켜 상기

폴리머를 제거하고 상기 도전성 구조물의 표면에 부식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의 세정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을 린스하는 단계; 및

상기 반도체 기판을 건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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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적용하는 단계는 10 내지 50℃의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세정 방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적용하는 단계는 배치 타입 세정장치 또는 싱글 타입 세정장치에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세정 방법.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적용하는 단계는 5 내지 20분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세

정 방법.

청구항 27.

반도체 기판 상에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성 구조물 상에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불소 화합물 및 순수를 포함하는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을 적용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구조물은 반도체 장치의 게이트 전극, 비트라인, 패드, 콘택 또는 금속 배선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는,

소자 분리 공정이 수행된 기판 상에 산화막, 도전막 및 마스크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및

건식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산화막 패턴, 도전막 패턴 및 마스크 패턴을 포함하는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는,

콘택 패드를 포함하는 층간절연막이 형성된 기판 상에 도전막 및 마스크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및

건식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도전막 패턴 및 마스크막 패턴을 포함하는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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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을 린스하는 단계; 및

상기 반도체 기판을 건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세정액 조성물, 이의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세정 방법 및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

게는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 없이 폴리머를 제거하고,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세정액 조성물,

이의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세정 방법 및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고속 동작 및 대용량의 저장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소자의 집적도, 신뢰성 및 응답 속도 등을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반도체의 제조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항이 큰 금속 대신에 저항이 상대적으

로 작은 금속을 반도체 소자의 도전성 구조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장치의 게이트 전

극이나 비트 라인전극에 포함된 금속패턴을 형성하는데, 전통적인 물질인 텅스텐 실리사이드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항이

낮은 텅스텐, 알루미늄 등의 금속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트라인 전극이나 게이트 전극과 같은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전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는 건식식각 공정

및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제거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건식식각 공정 및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제거 공정을 수행하여 상

기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할 경우, 상기 도전성 구조물을 포함하는 기판 상에는 건식 식각가스 잔류물 및 유기성, 산화성 및

금속성 잔류물들을 포함하는 폴리머가 존재한다. 상기 폴리머(Polymer)는 반도체 장치의 도전성 구조물의 표면에 잔류하

여 반도체 장치의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거나 배선과 배선 간에 전기적 쇼트를 초래한다. 따라서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폴리머를 도전성 구조물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요구된다.

종래의 APM(SC-1)이나 SPM(황산스트립) 세정액 조성물은 상기 폴리머를 제거하기 위한 세정 공정시 텅스텐과 같은 금

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금속 배선이 노출된 기판의 세정 공정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속배선을 사

용하는 반도체 장치에서는 상기 금속배선이 노출된 기판을 세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기 용매를 포함하는 유기 스트리

퍼(organic stripper)를 사용하거나 최근 개발된 새로운 스트리퍼를 사용하고 있다.

상기 유기 스트리퍼는 금속 배선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지만 건식식각 공정 후 발생한 폴리머를 깨끗이 제거하지 못한다.

상기 유기 스트리퍼는 산화물을 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식식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성 폴리머를 효율적으로 제거하

지 못한다. 또한, 상기 유기 스트리퍼는 폴리머를 제거하는데 65 내지 85℃의 높은 온도 조건이 요구되므로 설비 열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반도체 장치의 패턴이 미세화 됨에 따라 식각 잔류물이나 포토레지스트 잔류물과 같은 폴리머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입자 및 금속이온에 의한 역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세정액 조성물이 요구되고 있다. 상기 폴리머 가운데 유기

성 폴리머 및 산화성 폴리머는 세정 과정에서 세정액 조성물에 분산되고 입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상기 폴리머 가운데 금

속성 폴리머는 세정액 조성물에 용해되어 금속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기판의 처리 시간과 처리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정액 조성물 내에 누적되는 상기 입자 및 상기 금속 이온의 양이 증가한다. 상기 입자 및 상기 금속 이온은 기판 및 도전

성 구조물 표면에 재흡착되어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상기 입자 오염 및 상기 금속 오염은 제조 공정의

수율을 감소시키거나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유기 스트리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속 배선과 같은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이 없이 폴리머를 제거

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세정액 조성물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4-0074611호에는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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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등의 산화제, 황산과 같은 무기산 또는 초산과 같은 유기산 등의 산, 불소 화합물 및 부식 방지제를 함유하고,

물을 80중량% 이상 포함하며, 염기성 화합물을 첨가하여 pH가 3 내지 10으로 조정된 세정액 및 이를 이용하여 구리 배선

을 세정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일본 공개특허 제1998-55993호에는 제4급 암모늄염, 불소 화합물, 수용성 유기용제,

및 무기산 및/또는 유기산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포함하는 세정액이 개시되어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6,191,086호에는 히

드록실아민, 불소 화합물 및 물을 포함하고, pH가 2 내지 9인 세정액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

2005-0025316호에는 디카르복실 유기산, 상기 디카르복실 유기산과 결합하여 완충제를 형성하는 염기, 불화 이온 재료,

수용성 유기용제 및 물을 포함하는 에칭 잔류물 제거용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상술한 세정액 조성물들을 이용하여 산화막 및 금속배선이 노출된 기판을 세정할 경우,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을 효과적으

로 방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전성 구조물의 측벽에 존재하는 잔류 폴리머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 또한, 세정액

내에 부유하는 입자와 금속이온이 도전성 구조물에 재흡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 없이 폴리머를 제거하고,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세정액 조성물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술한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하는 데 특히 적합한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술한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 없이 폴리머를 제거하고,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반도체 기판의 세정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술한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 없이 폴리머를 제거하고,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은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한다.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포함

한다. 상기 완충제는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및 요오드산암모늄과 같은 무기계 암모늄을 포함한다. 상기 부식방지제는 알

칸술폰산계 화합물, 카르복시산계 화합물, 알콜계 화합물 또는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은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및 순수 73 내지 99.7899중량%를 혼합하여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을 제조한다.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에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첨가하여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제조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4 내지 11이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정 방법은 폴리머가 잔류하는 도전성

구조물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지

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기 폴리머와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및 완충제를 반응시켜 상기 폴리머를 제거하고 상기 도전성 구조물의 표면에 부식방지막을 형성한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은 반도체 기판

상에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한다. 상기 도전성 구조물 상에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기 반도체 기

판을 세정한다.

상기와 같은 세정액 조성물은 상기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 없이 폴리머를 제거하고,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용이하게 억

제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세정액 조성물, 이의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반도체 기판의 세정 방법 및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을 상세

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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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본 발명의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은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한 건식 식각공정 후, 상기 도전성 구조물이 형성

된 반도체 기판 상에 잔류하는 폴리머들을 산화막 패턴 및 도전막 패턴의 손상 없이 보다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고,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억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상술한 특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첫째로, 세정 공정에서 노출되는 도전성 구조물에 대한 손상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상기 도전성 구조물에 포함된 도전막

패턴은 금속, 금속 질화물 또는 도핑된 폴리실리콘 등의 도전성 물질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되

어 있는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상기 도전성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기 도전성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는 공정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폴리머의 제거력이 우수할 것이 요구된다. 상기 폴리머는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한 건식 식각 공정에서 발

생하는 잔류물 내지는 불순물에 해당한다. 상기 폴리머는 유기성, 금속성 또는 산화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적인 세정액 조성물로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기 폴리머들을 보다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공정조건을 갖출 것이 요

구된다.

셋째로, 입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상기 폴리머 가운데 유기성 폴리머 및 산화성 폴리머는

세정액 조성물 내에 분산되면 입자를 형성한다. 상기 입자는 세정액 조성물 내에서 부유하면서 상기 도전성 구조물 표면에

재흡착되어 입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상기 입자 오염은 역오염에 해당한다. 상기 입자 오염은 반도체 장치 내 패턴이

미세화 됨에 따라 제조 공정의 수율을 감소시키거나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입자 오염을

차단하고 재흡착된 상기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정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넷째로, 금속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상기 폴리머 가운데 금속성 폴리머는 세정액 조성물 내에

서 금속 이온으로 존재하면서 상기 도전성 구조물 표면에 재흡착되어 금속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상기 금속 오염은 상기

입자 오염과 마찬가지로 제조 공정의 수율을 감소시키거나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금속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공정 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세정 공정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발명의 세정액 조성물은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함유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도전성 구조물 표면에 잔류하는 폴리머를 제거하고

입자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세정액 조성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수산화 알킬 암모늄 화합물, 불소 화합물 및 순수를 포함한다.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은 유기성 폴리

머, 산화성 폴리머 및 금속성 폴리머를 제거하는데 기여한다. 불소 화합물은 산화성 폴리머를 제거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세정액 조성물에서 부유하는 입자의 표면을 대전시켜 입자가 재흡착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도전성 구조물 표면에 재흡착된 입자를 제거하는데 기여한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있어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의 함량이 세정액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하여 80중

량% 미만이면,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폴리머 제거 능력 및 입자 제거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다. 또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의 함량이 99.8999중량%를 초과하면, 상기 도전성 구조물에 포함되어 있는 도전막 패턴이 부식되거나 산화막 패턴

이 손상되기 쉬우며 입자 오염을 억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 중에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의 함량은 80 내지 99.8999중량%, 바람직하게는 93 내지 99.4995중량%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포함한다.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의 함량이 0.1중량% 미만이면, 유기성 폴리머 및 금속성 폴리머의 제거 능력 및 입자 제거 능력

이 저하된다.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의 함량이 5중량% 초과하면,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도전막 패턴의 부

식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있어서, 유기성 불화 암모늄 화합물에 포함된 수

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의 함량은 0.1 내지 5중량%,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3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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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의 구체적인 예로는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테

트라에틸암모늄(tetraeth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테트라프로필암모늄(tetrapropylammonium hydroxide), 수

산화 테트라부틸암모늄(tetrabut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테트라헥실암모늄(tetrahexylammonium hydroxide)

, 수산화 테트라옥틸암모늄(tetraoct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벤질트리에틸암모늄(benzyltrimeth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디에틸디메틸암모늄(diethyldimeth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hexadecyltrimethylammonium hydroxide), 수산화 메틸트리부틸암모늄(methyltributylammonium hydroxid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불소 화합물의 함량이 0.01중량% 미만이면, 산화성 폴리머의 제거 능력 및 입자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불소 화합물의 함

량이 2중량% 초과하면, 산화막의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있어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에 포함된 불소 화합물의 함량은 0.01 내지 2중량%이고,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1중

량%이다.

불소 화합물의 구체적인 예로는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불화 암모늄(ammonium fluoride), 불화 테트라메틸암모

늄(tetramethylammonium fluoride), 불화 테트라에틸암모늄(tetraethylammonium fluoride), 불화 테트라프로필암모늄

(tetrapropylammonium fluoride), 불화 테트라부틸암모늄(tetrabutylammonium fluoride), 플루오로보릭산(fluoroboric

acid), 테트라메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tetram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

플루오로보레이트(tetra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 테트라프로필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tetrapropylammonium tetrafluoroborate), 테트라부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tetrabutylammonium

tetrafluoroborat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순수를 포함한다. 순수의 예로는 탈이온수, 초순수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된 완충제는 pH 변화에 따른 상기 세정액 조성물이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고 입

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경우,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

가 변할 수 있다. 완충제는 pH가 변하더라도 상기 세정액 조성물이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상기 완

충제는 비교적 넓은 pH 범위에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이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완충제는 pH 변화에 따른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완충제는 입자의 표면 및 금속 이온을 대

전시켜 상기 입자가 도전성 구조물에 재흡착되는 현상을 방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자 표면의 제타 전위(zeta

potential)를 고려할 때, 상기 입자의 재흡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염기성 세정액이 유리하지만 상기 염기성 세정액은

금속성 폴리머를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산성 세정액은 금속성 폴리머를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상기

입자의 재흡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세정액 조성물은 완충제를 포함함으로써, 세정액의

pH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입자 제거 효율을 보인다. 완충제는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가 변화하더라도 상기 입자 표면

의 제타 전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상기 입자 및 상기 금속 이온이 상기 도전성 구조물에 재흡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된 완충제의 함량이 0.1중량% 미만이면, pH 변화에 따른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성능

유지 능력 및 입자 역오염의 방지 능력이 저하된다. 완충제의 함량이 5중량%를 초과하면, 완충제의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성능 유지 능력, 및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의 방지 능력이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기 완충제 자체의 산성도에 의해 전

체 세정액 조성물의 pH가 과도하게 변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된 완충제의 함량은

0.1 내지 5중량%이고,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3중량%이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사용할 수 있는 완충제의 예로는 무기계 암모늄염을 들 수 있다. 무기계 암모늄염의 예로

는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 요오드산암모늄(ammonium iodate) 등을 들 수 있

다. 이들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된 부식방지제는 상기 도전성 구조물 표면에 부식방지막을 형성하여 상기 도전성 구

조물의 손상을 억제한다. 즉, 부식 방지제는 폴리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부위의 도전막 패턴의 표면과 흡착 반응하여, 상

기 도전막 패턴의 표면에 부식방지막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사용하여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경

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이 폴리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도전막 패턴의 부위와 반응함으로써 상기 도전막 패턴이

손상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식방지제는 상기 세정액 조성물에 의하여 폴리머가 제거되어 노출된 부위의 도

전막 패턴의 표면에 추가적인 부식방지막을 형성하여 상기 도전막 패턴의 손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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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방지제의 함량이 0.0001중량% 미만이면, 상기 도전막 패턴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부식방지제의 함량이 15중

량% 초과하면, 상기 도전막 패턴의 부식 방지 효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부식방지제가 상기 도전성 패턴 상에

잔류하여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된 부식방지제의 함

량은 0.0001 내지 15중량%, 바람직하게는 0.0005 내지 4중량%이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사용할 수 있는 부식방지제의 예로는 제1 부식방지제로서 알칸술폰산계 화합물, 카르복

시산계 화합물 및 알콜계 화합물을 들 수 있고, 제2 부식방지제로서 계면활성제를 들 수 있다. 제1 부식방지제 및 제2 부식

방지제는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1 부식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알칸술폰산계 화합물, 카르복시산

계 화합물 및 알콜계 화합물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 부식방지제는 분자 내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 상기 도전막 패턴의 표면에 착화합물을 형성하여 상기 도전막

패턴의 부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1 부식방지제는 pH 조절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은 8 내지 12의 pH 범위를 갖는다. 여기에 제1 부식방지제가

첨가될 경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의 pH를 적절히 낮춤으로써 상기 도전막 패턴의 부식을 방지한다. 더욱이, 제1 부

식방지제는 pH를 조절함으로써 입자 표면의 제타 전위를 조절하여 입자를 제거하는데 기여한다.

제1 부식방지제의 함량이 0.1중량% 미만이면, 상기 도전막 패턴이 부식될 우려가 있다. 제1 부식방지제의 함량이 5중량%

초과하면, 상기 도전막 패턴의 부식 방지 효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상기 제1 부식방지제가 상기 도전성 패턴

상에 잔류하여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

된 제1 부식방지제의 함량은 0.1 내지 5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3중량%이다.

제1 부식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알칸술폰산계 화합물의 예로는 메탄술폰산(methanesulfonic acid), 에탄술폰산

(ethanesulfonic acid), 프로판술폰산(propanesulfonic acid), 부탄술폰산(butanesulfonic acid)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 부식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르복시산계 화합물의 예로는 아세트산(acetic acid),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부

티르산(butyric acid), 옥살산(oxalic acid), 말론산(malonic acid), 말레산(maleic acid), 숙신산(succinic acid), 글루타르

산(glutaric acid), 아디프산(adipic acid), 프탈산(phthalic acid), 푸말산(fumaric acid)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 부식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알콜계 화합물의 예로는 1,3-프로판디올(1,3-propanediol), 1,2-부탄디올(1,2-

butanediol), 1,3-부탄디올(1,3-butanediol), 2,3-부탄디올(2,3-butanediol), 1,4-부탄디올(1,4-buthanediol), 카테콜

(catechol)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 부식방지제는 상기 도전막 패턴의 표면에 흡착하여 부식방지막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도전막 패턴이 부식되는 것을 방

지한다. 또한, 입자 표면의 제타 전위를 조절하여 상기 입자를 용이하게 제거하는데 기여한다.

제2 부식방지제의 함량이 0.0001중량% 미만이면, 상기 도전막 패턴이 부식될 우려가 있다. 제2 부식방지제의 함량이 10

중량% 초과하면, 상기 도전막 패턴의 부식 방지 효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제2 부식방지제가 상기 도전성 패턴

상에 잔류하여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된 제2 부식방지제의 함량은 0.0001 내지 10중량%, 바람직하게는 0.0002 내지 1중량%이다.

제2 부식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예로는 NCW-

1002 (일본 WAKO사의 상품명),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블록 공중합체를 들 수 있다. 폴리에틸렌글

리콜 및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블록 공중합체의 예로는 Synperonic PE/F68, Synperonic PE/L61, Synperonic PE/L64

(이상 독일 FLUKA사의 상품명)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은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 완충제 0.1 내지 5중량%, 제1 부식방지제 0.1 내지 5 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포함한다. 제1 부식방지제는 알칸술폰산

계 화합물, 카르복시산계 화합물 및 알콜계 화합물을 포함한다. 이들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발

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불소 화합물, 완충제, 제1 부식방지제 및 순수에

대한 설명은 상술한 바와 같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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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은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

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제2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0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포함한다. 제2 부식방지제는 계

면활성제를 포함한다. 이 경우,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불소 화합물, 완충제, 제2 부식방지제 및 순수에 대한 설명은 상

술한 바와 같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은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

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제1 부식방지제 0.1 내지 5 중량%, 제2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0중량% 및 여분의 순

수를 포함한다. 제1 부식방지제는 알칸술폰산계 화합물, 카르복시산계 화합물 및 알콜계 화합물을 포함한다. 이들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 부식방지제는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이 경우,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불소 화합

물, 완충제, 제1 부식방지제, 제2 부식방지제 및 순수에 대한 설명은 상술한 바와 같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 범위는 4 내지 11에서 우수한 세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가 4 미만이면, 입자 오염을 방지하기 어렵다.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가 11을 초과하면, 알루미늄이나 텅스텐과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도전성 구조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4 내지

11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세정액 조성물이 제1 부식방지제로 알칸술폰산계 화합물 또는 카르복시산계 화합물을 포함하

는 경우,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4 내지 8,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6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세정액 조성물이

제1 부식방지제로 알콜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경우,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8 내지 11이다.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세정액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하여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합물 0.1 내

지 5중량%, 불소 화합물 0.01 내지 2중량% 및 순수 73 내지 99.7899중량%를 혼합하여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을 제

조한다.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에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첨가하여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산화 알킬암모늄 화

합물, 불소 화합물, 순수, 완충제 및 부식방지제에 대한 설명은 상술한 바와 같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및 상기 세정액 조성물은 교반기나 순환 장치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의 pH는 8 내지 12이고 제조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4 내지 11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부식방지제로 제1 부식방지제 및 제2 부식방지제를 포

함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제조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에 제2 부식방지제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키고, 완충제 및

제1 부식방지제를 첨가하여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1 부식방지제 및 제2 부식방지제의

예는 상술한 바와 같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예를 들어, 세정액 조성물이 제1 부식방지제로 알칸술폰산계 화합물 또는 카르복시산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경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에 제2 부식방지제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키고, 제1 부식방지제 및 완충제를 첨가하여 세정액 조성물의

pH가 4 내지 8로,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6으로 조절한다. 세정액 조성물이 제1 부식방지제로 알콜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경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에 제2 부식방지제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키고, 제1 부식방지제 및 완충제를 첨가하여 세

정액 조성물의 pH가 8 내지 11로 조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부식방지제로 제1 부식방지제만을 포함하는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술

한 바와 같이 제조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에 완충제 및 제1 부식방지제를 첨가하여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 범위는 부식방지제로 제1 부식방지제 및 제2 부식방지제를 포함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되도록 조절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부식방지제로 제2 부식방지제만을 포함하는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술

한 바와 같이 제조한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에 제2 부식방지제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키고, 완충제를 첨가하여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pH 범위는 4 내지 11이 되도록 조절한다.

반도체 기판의 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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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을 사용하여 도전성 구조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방법

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도전성 구조물 표면에 잔류하는 폴리머를 세정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완충제 및 부식방지제를 포함하는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한다(단계 S110).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은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

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한다. 상기 세정액 조성물 및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상술한 바

와 동일하다.

도전성 구조물 상에 잔류하는 폴리머들을 제거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을 상기 도전성 구조물이 형성된 반

도체 기판 상에 제공함으로써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이 폴리머와 반응하여 상기 폴리머를 제거하고, 부식방지제는 상

기 폴리머가 제거되어 노출된 부위의 도전막 패턴 상에 부식방지막을 형성한다(단계 S120).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상기 도전성 구조물의 예로는 도전막 패턴을 포함하는 게이트 전극, 비트 라인 전극, 금속 배선,

패드, 콘택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도전막 패턴은 금속, 도전성 금속 질화물, 금속 실리사이드, 도핑된 폴리실리콘 등의 도전

성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상기 금속의 예로는 텅스텐, 티타늄, 알루미늄, 코발트, 구리 또는 탄탈륨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도전성 금속 질화물의 예로는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 알루미늄 질화물, 티타늄 질화물, 티타늄 실리콘 질화물, 탄탈

륨 질화물, 탄탈륨 실리콘 질화물 또는 텅스텐 질화물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금속 실리사이드의 예로는 텅스텐 실리사이

드, 티타늄 실리사이드 또는 코발드 실리사이드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을 반도체 기판에 제공하는 단계는 배치 타입(batch type)의 세정 장치 또는 싱글 타입

(single type)의 세정 장치에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상기 도전성 구조물 표면에 잔류하는 상기 폴리머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제공

하는 단계는 스핀 스프레이(spin spray) 방식, 스핀(spin)방식, 딥핑(dipping)방식, 초음파를 이용한 스핀 방식 또는 초음

파를 이용한 딥핑 방식의 세정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반도체 기판에 제공되는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온도가 10℃ 미만이면, 상기 폴리머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지나

치게 길어질 수 있다.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온도가 50℃를 초과하면, 상기 폴리머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으나

상기 도전성 구조물 내의 도전막 패턴이나 산화막 패턴이 손상되지 않도록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

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되는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온도는 10 내지 50℃의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제공하는 시간은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온도에 따라 조절한다. 예를 들어, 상

기 세정액 조성물의 온도가 상온인 경우,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제공 시간은 5 내지 20분인 것이 바람직하다. 입자의 제거

효율 면에서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제공 시간은 8 내지 12분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반도체 기판을 린스하여 상기 도전성 구조물 상에 잔류하는 폴리머, 입자, 부식방지막 및 세정액 조성물을 제거한다

(단계 S130). 상기 반도체 기판을 린스하는 단계는 순수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상기 도전성 구조물 표면에 잔류하는 폴리머는 상기 세정액 조성물에 의해 용해되어 상기 도전성 구조물로부터 제거되거

나, 흡착력이 감소된 상태를 갖는다. 상기 반도체 기판을 린스하면, 기판에 남아있는 폴리머의 대부분이 제거될 뿐만 아니

라 기판에 잔류하는 부식방지막 및 세정액 조성물도 함께 제거된다.

상기 반도체 기판을 건조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잔류하는 순수를 제거한다(S140).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을 세정함으로써 상기 도전성 구조물에 잔류하는 폴리머

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도전막 패턴 및 산화막 패턴의 손상이 방지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라 도전막 패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폴리머 제

거 효과를 갖는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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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내지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반도체 장치의 워드 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

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2는 기판(100)에 소자 분리막(102), 산화막(104), 도전막(106) 및 마스크막(108)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

면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자분리막(102)이 형성된 기판(100) 상에 산화막(104), 도전막(106), 마스크막(108)을 순차적

으로 형성한다.

소자 분리막(102)은 기판(100)의 상부에 형성되어 액티브 영역 및 필드 영역을 정의한다. 상기 기판으로는 실리콘 기판 또

는 SOI(Silicon-On-Insulator) 기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소자분리막(102)은 STI(Shallow Trench Isolation)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산화막(104)은 기판(100) 상에 형성된다. 산화막(104)은 열산화 공정 또는 플라즈마 산화 공정과 같은 산화 공정으로 형

성한다. 예를 들어, 산화막(104)은 급속 열산화(rapid thermal oxidation) 공정 또는 퍼니스 열산화(furnace thermal

oxidation) 공정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도전막(106)은 산화막(104) 상에 형성된다. 도전막(106)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폴리실리콘 또는 금속 실리사이드

등의 도전성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예를 들어, 도전막(106)은 스퍼터링 공정, 원자층 적층 공정 또는 화학 기상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마스크막(108)은 도전막(106) 상에 형성된다. 마스크막(108)은 후속하여 형성될 층간절연막에 대하여 식각 선택비를 갖

는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층간절연막이 산화물인 경우 마스크막(108)은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질화

물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도 3은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식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산화막 패턴(114), 도전막 패턴(116) 및 마스크막 패턴(118)을 포함

하는 게이트 구조물(120)을 형성한다. 게이트 구조물(120)은 반도체 장치의 워드 라인에 해당한다.

포토레지스트 패턴(도시되지 않음)이 마스크막(108) 상에 형성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마스크막(108), 도전막(106), 산화막(104)을 순차적으로 건식 식각하여 게이트 구조물(120)을 형성한다. 건식 식각 공정

을 통하여, 마스크막(108)은 마스크막 패턴(118)으로 형성되고, 도전막(106)은 도전막 패턴(116)으로 형성되며, 산화막

(104)은 산화막 패턴(114)으로 형성된다.

건식 식각공정으로 형성된 게이트 구조물(120)이 형성된 기판(100) 상에는 다량의 폴리머(P)가 잔류한다. 상기 폴리머(P)

는 게이트 구조물(120)을 형성할 때 발생되는 식각 잔류물로서 건식 식각가스의 잔류물,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유기성 잔

류물, 도전막의 금속성 잔류물 및 산화막의 산화성 잔류물들을 포함한다. 즉, 상기 폴리머(P)는 유기성 폴리머, 금속성 폴

리머 또는 유기성 폴리머 등을 포함한다.

상기 폴리머(P)는 게이트 구조물(120)의 표면에 잔류하여 반도체 장치의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거나 게이트 구조물들 사

이 즉, 워드 라인과 워드 라인사이의 전기적 쇼트를 초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거가 요구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을 사용하여 게이트 구조물(120) 상에 잔류하는 폴리머(P)를 제거하는 단계를 설명

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정 공정을 수행하여 게이트 구조물(120)이 형성된 기판(100) 상에 흡착되어 있는 폴리머(P)를

도전막 패턴(116) 및 산화막 패턴(114)의 손상 없이 제거한다. 이하, 폴리머(P)를 제거하는 세정 공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상기 폴리머(P)를 제거하기 위해,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

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하는 세정액 조성물을 게이트 구조물(120)이 형성된 기판(100) 상에 제공한다. 상기 세

정액 조성물 및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상술한 바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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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게이트 구조물(120)이 형성된 기판(100)을 세정하여 도전막 패턴(116) 및 산화막 패턴

(114)의 손상 없이 게이트 구조물(120) 및 기판(100)에 흡착되어 있는 폴리머(P)들을 제거한다. 세정 공정은 배치 타입

(batch type)의 세정 장치 또는 싱글 타입(single type)의 세정 장치에서 수행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싱글 타입 세정장치에 기판(100)을 도입한다. 이어서 10 내지 50℃의 온도의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기판 상에 제공한다. 이 경우, 기판(100)을 회전시키면서 또는 정지한 상태에서 반도체 기판 세정용 조성물을 기

판(100)과 접촉시킬 수 있다. 상기 세정장치에서 상기 폴리머(P)가 흡착되어 있는 기판(100)과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5 내

지 20분 동안,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2분 동안 접촉시켜 게이트 구조물(120) 및 기판(100) 상에 흡착되어 있는 폴리머(P)

를 제거한다.

이 경우, 상기 폴리머(P)는 상기 세정액 조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에 의해 제거된다. 또한, 부식

방지제는 도전막 패턴(116)에 흡착하여 부식방지막을 형성하여 도전막 패턴(116)의 부식을 방지한다. 폴리머(P)가 제거

되어 노출된 부위의 도전막 패턴(116) 상에 추가적인 부식방지막을 형성하여 도전막 패턴(116)의 부식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판(100)에 탈이온수를 이용한 린스 공정을 수행하여 폴리머, 입자, 부식방지막 및 세정액 조성물을 제거한다. 이

때, 상기 세정 공정이 수행된 기판의 폴리머(P)는 세정액에 의해 용해되어 기판으로부터 제거되거나, 게이트 구조물(120)

로부터 흡착력이 감소된 상태를 갖기 때문에, 린스 공정을 수행하면 기판에 남아있는 폴리머(P)는 대부분 제거된다. 이어

서, 건조 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폴리머(P)가 제거된 기판(100)에 존재하는 탈이온수를 제거한다.

도 5는 게이트 구조물(120)의 측벽에 스페이서(122)를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는 단면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폴리머가 제거된 게이트 구조물(120)들이 형성된 기판(100) 상에 절연막을 형성한 후, 상기 절

연막을 이방성 식각하여 각 게이트 구조물(120)들의 측벽에 스페이서(122)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판(100)의

액티브 영역에 형성된 게이트 구조물 즉, 워드 라인들은 스페이서(122)에 의하여 인접하는 워드 라인과 서로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도 6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반도체 장치의 비트 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을 나

타내는 단면도들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5의 워드 라인(도시하지 않음)을 포함하는 트랜지스터(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된 기판(100)

상에 층간절연막(130) 및 제1 포토레지스트 패턴(132)을 형성한다.

상기 트랜지스터는 도 8에서 도시된 워드 라인들을 이온주입 마스크로 이용하여 워드 라인들 사이로 노출되는 기판(100)

의 표면에 불순물을 주입한 후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여 소오스/드레인(124)을 형성함으로서 형성된다.

층간절연막(130)은 상기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100) 상에 형성된다. 예를 들어, 층간절연막(130)은 BPSG, PSG,

USG, SOG, FOX, PE-TEOS 또는 HDP-CVD 산화물 등과 같은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제1 포토레지스트 패턴(132)은 층간절연막(130)상에 형성된다. 제1 포토레지스트 패턴(132)은 소오스/드레인(124)의 콘

택 영역을 정의하기 위한 개구부를 갖는다.

도 7은 층간절연막(130)에 콘택홀(134)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층간절연막(130)을 부분적으로 식각하여 기판(100)의 소오스/드레인(124)을 노출시키는 콘택

홀(134)을 형성한다. 콘택홀(134)은 제1 포토레지스트 패턴(132)에 노출된 층간절연막(130)을 이방성 식각하여 형성된

다. 제1 포토레지스트 패턴(132)은 애싱 및/또는 스트립 공정을 수행하여 제거한다.

도 8은 콘택홀(134)이 형성된 층간절연막(130) 상에 배리어막(136)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리어막(136)은 콘택홀(134)이 형성된 층간절연막(130) 상에 형성된다. 후속하여 콘택홀(134)

을 채우는 패드를 형성할 경우, 배리어막(136)은 패드를 구성하는 도전성 물질이 층간절연막(130)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

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배리어막(136)은 티타늄, 티타늄 질화물 등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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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콘택홀(134)을 채우는 패드(138)를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리어막(136) 상에 콘택홀(134)을 채우는 패드(138)를 형성한다. 패드(138)는 소오스/드레인

(124)에 접촉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패드는 텅스텐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도전성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도 10은 도전막(140), 마스크막(142) 및 제2 포토레지스트 패턴(144)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리어막(136) 및 패드(138) 상에 도전막(140), 마스크막(142) 및 제2 포토레지스트 패턴

(144)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도전막(140)은 금속 또는 도전성 금속 질화물 등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어, 도전막(140)은 텅스텐을 사용하여 형성

한다. 마스크막(142)은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질화물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제2 포토레지스트 패턴(144)은 비트 라인의

레이아웃을 정의하기 위한 식각 마스크이다.

도 11은 식각 공정을 통하여 비트라인 전극(154)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식각공정을 수행하여 도전막 패턴(150) 및 마스크막 패턴(152)을 포함하는 비트라인 전극

(154)을 형성한다. 비트라인 전극(154)은 패드(138)에 접촉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비트라인 전극(154) 표면에는 식

각잔류물인 폴리머가(P) 남아 있다.

비트라인 전극(154)은 제2 포토레지스트 패턴(144)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마스크막(142), 도전막(140) 및 배리어막

(136)을 순차적으로 건식 식각하여 형성된다. 제2 포토레지스트 패턴(144)은 애싱 및/또는 스트립 공정을 수행하여 제거

한다.

상기 건식 식각공정으로 형성된 비트라인 전극(150)의 표면 및 층간절연막(130) 상에는 다량의 폴리머(P)가 존재한다. 상

기 폴리머(P)는 산화성 폴리머, 유기성 폴리머 및 금속성 폴리머를 포함한다. 상기 폴리머(Polymer)는 비트라인 전극

(150) 표면에 잔류하여 반도체 장치의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거나 이후 비트 라인과 이웃하는 비트 라인 간의 전기적 쇼

트를 초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비트라인 전극(154) 상에 잔류하는 폴리머(P)를 제거하는 단계를 설명

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세정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비트라인 전극(154)에 흡

착되어 있는 폴리머(P)를 도전막 패턴(150) 및 층간절연막(130)의 손상 없이 제거한다.

상기 폴리머(P)를 제거하기 위해,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80 내지 99.8999중량%, 완충제 0.1 내지 5중량% 및 부식방

지제 0.0001 내지 15중량%를 포함하는 세정액 조성물을 비트라인 전극(154)이 형성된 기판 상에 제공한다. 상기 세정액

조성물 및 상기 세정액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상술한 바와 동일하다.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비트라인 전극(154)이 형성된 기판(100)을 세정하여 상기 폴리머(P)를 제거한다. 세정 공

정은 배치 타입(batch type)의 세정 장치 또는 싱글 타입(single type)의 세정 장치에서 수행한다. 세정 방법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세정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도 13은 비트라인 스페이서(156)를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비트라인 전극(154)의 측벽에 비트라인 스페이서(156)를 형성한다. 비트라인 스페이서(156)는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질화물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어, 비트라인 스페이서(156)는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한 후 에치백 공

정을 수행하여 형성한다. 비트 라인은 비트라인 전극(154) 및 비트라인 스페이서(156)를 포함한다. 상기 비트 라인은 폴리

머가 존재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도전막 패턴을 포함하고 있어 반도체 장치의 전기적 특성이 보다 향상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치의 워드 라인 및 비트 라인을 제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배선, 패드, 플러그, 콘택 등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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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시예 및 비교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

로서 본 발명은 하기 실시예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될 수 있다.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 제조

<실시예 1>

세정액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 1중량%, 불화수소 0.1중량%, 완충제 1.2중량%, 부식방지제

0.001중량% 및 여분의 순수를 사용하여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완충제로는 질산암모늄을 사용하였다. 부식방지제

로는 제2 부식방지제인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였다. 계면활성제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NCW-1002(일본 와코사의 상

품명)를 사용하였다.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 불화수소 및 순수를 혼합하여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상기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에 완충제 및 부식방지제를 첨가하여 상기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세정액 조

성물의 pH는 10.5로 확인되었다.

<실시예 2 내지 7>

불화수소의 함량, 부식방지제의 종류 및 함량을 제외하고 상술한 실시예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세정액 조성물

을 제조하였다. 각 실시예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종류, 각 성분의 함량 및 제조된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하기 표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비교예 1 내지 5>

상술한 실시예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하되, 불화수소, 완충제 및 부식방지제의 유무 및 함

량을 달리하여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각 비교예에 다른 각 성분의 함량 및 제조된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하기 표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비교예 6>

수산화암모늄, 과산화수소 및 탈이온수를 포함하는 SC-1 용액을 세정액 조성물로 마련하였다.

[표 1]

구분

유기성 불화 암모늄 완충제 부식방지제

pH수산화 메틸암모

늄
불화수소 질산암모늄 제1 부식방지제 제2 부식방지제

실시예 1 1 0.1 1.2 - 계면활성제 0.001 10.5

실시예 2 1 0.2 1.2 - 계면활성제 0.001 5.0

실시예 3 1 0.1 1.2 에탄술폰산 1.2 - 5.0

실시예 4 1 0.1 1.2 에탄술폰산 1.2 계면활성제 0.001 5.0

실시예 5 1 0.4 1.2 에탄술폰산 0.95 계면활성제 0.001 5.0

실시예 6 1 0.1 1.2 아세트산 0.9 계면활성제 0.001 5.0

실시예 7 1 0.1 1.2 1,4-부탄디올 2.5 계면활성제 0.001 10.0

비교예 1 1 - - - - >13

비교예 2 1 - 2 - 0.001 10.5

비교예 3 1 0.3 - - 0.001 10.5

비교예 4 1 0.1 1.2 - - 10.5

비교예 5 1 0.5 - - 0.001 5.0

(단위 :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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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제거율 평가

상기 실시예 1 내지 5 및 비교예 1, 3 및 5에서 제조한 각각의 세정액 조성물에 대하여 입자의 제거율을 평가하였다. 입자

의 제거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어 실리콘 기판(bare Si wafer)에 1000Å 정도 두께의 열산화막을 형성하였다. 탈이온수

에 실리콘 분말이나 PSL 입자를 100ppb의 농도로 분산시켜 입자가 분산된 용액을 준비하였다. 상기 열산화막이 형성된

실리콘 기판을 상기 입자가 분산된 용액에 담근 후 건조시켜 입자에 의해 오염된 기판을 마련하였다.

상기 입자에 의해 오염된 기판에 대하여 입자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입자에 의한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KLA-

Tencor사(일본)의 SP1을 이용하여 입자 직경 0.065㎛를 초과하는 입자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상기 입자에 의해 오염된 기판을 상기 실시예 1 내지 5 및 비교예 1, 3 및 5에서 제조한 각각의 세정액 조성물에 상온에서

10분 동안 담근 후, 탈이온수로 린스하고 건조시켰다. 세정된 기판에 대하여 상기 입자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입자에 의한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세정 전의 기판 상의 입자의 개수와 세정 후의 기판 상의 입자의 개수로부터 입자의 제거율을 얻었

다. 결과를 하기 표 2에 나타낸다.

[표 2]

구분 입자 제거율(%)

실시예 1 60

실시예 2 43

실시예 3 50

실시예 4 61

실시예 5 60

비교예 1 0

비교예 3 54

비교예 5 15

표 2를 참조하면, 완충제, 부식방지제를 포함하지 않은 비교예 1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은 입자를 거의 제거하지 못함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 내지 5의 세정액 조성물은 부식방지제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수한 입자 제거 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완충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비교예 3 및 비교예 5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비하여, 완충제가 첨가되어 있는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세정액 조성물이 더 높은 입자 제거율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예 3과 실시예 1을 비교하면, 각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10.5로 동일하지만, 완충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비교예 3의 세정액 조성물에 비하여 완충제를 포

함하고 있는 실시예 1의 세정액 조성물이 입자 제거율 면에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교예 5와 실시예 2를

비교하면, 각 세정액 조성물의 pH는 5.0으로 동일하지만, 완충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비교예 5의 세정액 조성물에 비하

여 완충제를 포함하고 있는 실시예 2의 세정액 조성물이 입자 제거율 면에서 우수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세정액 조성물은

완충제를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넓은 pH 범위에 대하여 우수한 입자를 제거율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충제의 유무에 따른 입자의 제거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 입자가 분산된 용액에 배어 실리콘 기판을 담근 후 건조시켰

다. 입자에 의해 오염된 기판을 실시예 1 및 비교예 3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상온에서 10분 동안 담근 후, 탈이온수로 린

스하고 건조시켰다. 상기 세정된 기판에 대하여 입자 계측장비로 입자의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도 14는 비교예 3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기판에 대하여 입자 계측 장비로 측정한 사진이고, 도 15는 실시예 1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기판에 대하여 입자 계측 장비로 측정한 사진이다. 입자 계측 장비로는 KLA-Tencor사(일

본)의 SP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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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및 도 15를 참조하면, 완충제를 포함하지 않은 비교예 3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비하여 완충제를 포함하는 실시예

1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의 입자 제거율이 현저히 뛰어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

성물은 완충제를 포함함으로써, 세정 공정에서 입자 표면의 제타 전위를 조절하여 입자가 도전성 구조물에 역흡착되는 것

을 억제한다. 따라서 입자에 의한 역오염을 방지하고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알루미늄막 패턴의 손상 여부 평가

상기 실시예 1 내지 5 및 비교예 1 내지 5에서 제조한 각각의 세정액 조성물에 의하여 알루미늄막 패턴이 손상되는지 유무

를 평가하였다.

알루미늄막 패턴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리콘 기판 상에 제1 티타늄/티타늄 질화막을 1000Å의 두께로 형성하

고, 상기 제1 티타늄/티타늄 질화막 상에 알루미늄막을 3000Å의 두께로 형성하고, 상기 알루미늄막 상에 제2 티타늄/티

타늄 질화막을 1000Å의 두께로 형성하였다. 건식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제1 티타늄/티타늄 질화막 패턴, 알루미늄막 패

턴, 제2 티타늄/티타늄 질화막 패턴이 순차적으로 형성된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였다. 상기 알루미늄막 패턴을 포함하는

도전성 구조물은 반도체 장치의 금속 배선으로 사용된다.

상기 도전성 구조물을 실시예 1 내지 5 및 비교예 1 내지 5에서 제조한 각각의 세정액 조성물에 상온에서 10분 동안 담근

후, 탈이온수로 린스한 후 건조하였다. 세정 후, 상기 도전성 구조물에 대하여 주사형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상기 알루미늄막 패턴의 손상여부를 관찰하였다. 결과를 하기 표 3에 나타낸다.

[표 3]

구분 알루미늄막 패턴의 손상유무

실시예 1 △

실시예 2 △

실시예 3 X

실시예 4 X

실시예 5 X

비교예 1 O

비교예 2 △

비교예 3 △

비교예 4 O

비교예 5 △

상기 표 3에서, 상기 알루미늄막 패턴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대부분이 부식된 경우에 O로 나타내고, 상기 알루미늄막 패턴

이 일부만 손상되고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로 나타내고, 상기 알루미늄막 패턴이 거의 손상되지 않은 경

우에 X로 표시한다.

표 3을 참조하면, 부식방지제를 포함하지 않은 비교예 4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비하여 부식방지제를 포함하고 있는 실

시예 1 내지 5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이 상기 알루미늄막 패턴을 덜 손상시키거나 거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pH는 10.5로 동일한 비교예 4와 실시예 1의 세정액 조성물을 비교하더라도 부식방지제를 포함하고 있는 실시예 1의

세정액 조성물이 알루미늄막 패턴을 덜 손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은 부식방

지제를 포함하고 있어 도전막 패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 1 및 실시예 3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알루미늄막 패턴의 부식 정도를 비교하면, 부식방지제로 계면

활성제를 포함하는 실시예 1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비하여, 부식방지제로 알칸술폰산계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세정액

조성물의 경우에 알루미늄막 패턴의 손상 정도가 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6 내지 18은 각각 비교예 1, 실시예 2 및 실시예 4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후 알루미늄막 패턴의 손상여부를

보여주는 SEM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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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내지 18을 참조하면, 부식방지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비교예 1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알루미늄막 패턴

은 완전히 부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식방지제를 포함하고 있는 실시예 2 및 실시예 4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알루미늄막 패턴은 약간의 부식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비교예 1에 비하여 부식 정도가 현저히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2 및 실시예 4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알루미늄막 패턴의 부식 정도를 비교하면, 각각의 세정액 조성물은

모두 pH가 5.0으로 동일하지만, 부식방지제로 계면활성제만을 포함하는 실시예 2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비하여, 부식방

지제로 계면활성제 및 알칸술폰산계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세정액 조성물의 경우에 알루미늄막 패턴의 손상 정도가 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식방지제의 종류에 따른 텅스텐막 패턴의 손상 여부 평가

부식방지제의 종류에 따른 텅스텐막 패턴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텅스텐막 패턴을 실시예 2, 4, 6 및 7의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후 상기 텅스텐막 패턴의 손상 여부를 SEM으로 관찰하였다.

상기 텅스텐막 패턴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리콘 기판 상에 제1 티타늄/티타늄 질화막을 500Å의 두께로 형성

하고, 상기 티타늄/티타늄 질화막 상에 텅스텐막을 500Å의 두께로 형성하고, 상기 텅스텐막 상에 실리콘 질화막을

2500Å의 두께로 형성하였다. 건식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티타늄/티타늄 질화막 패턴, 텅스텐막 패턴, 실리콘 질화막 패턴

이 순차적으로 형성된 도전성 구조물을 형성하였다. 상기 텅스텐막 패턴을 포함하는 도전성 구조물은 비트 라인으로 제공

된다.

도 19 내지 도 22는 각각 텅스텐막 패턴을 실시예 2, 4, 6 및 7의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후 상기 텅스텐막 패턴의 손상

여부를 나타내는 SEM사진들이다.

도 19 내지 22를 참조하면, 부식방지제로 제2 부식방지제인 계면활성제만을 포함하는 실시예 2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텅스텐막 패턴은 약간 손상되었지만 텅스텐막 패턴의 전체적인 형상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부식방

지제로 제2 부식방지제인 계면활성제와 함께, 제1 부식방지제로 각각 에탄술폰산, 아세트산 및 1,4-부탄디올을 포함하는

실시예 4, 6 및 7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텅스텐막 패턴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은 텅스텐막 패턴과 같은 도전막 패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식방지제로 제2 부식방지제인 계면활성제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제2 부식방지제와 함께 제1 부식방지제인 알칸

술폰산계 화합물, 카르복실산계 화합물 및 알콜계 화합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텅스텐막 패턴과 같은 도전막 패턴이 손

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속 오염의 방지 능력 평가

실시예 1, 2 및 5, 및 비교예 6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대하여 금속 오염을 방지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상기 세정액 조

성물의 금속 오염을 방지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 세정액 조성물에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철, 니켈, 구리, 아연

및 텅스텐의 각각의 이온을 1000ppb 정도로 용해하였다. 각각의 세정액 조성물에 배어 실리콘 기판을 상온에서 10분 동

안 담근 뒤, 상기 기판 상의 잔류 금속 농도를 ICP-MS로 측정하였다.

도 23은 금속 이온이 용해된 실시예 1, 2 및 5, 및 비교예 6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기판을 세정한 후, 상기 기판 상의 잔

류하는 금속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3을 참조하면, 비교예 6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비하여 실시예 1, 2, 및 5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의 경우에, 알루미늄,

철, 니켈, 아연, 텅스텐의 잔류량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은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을 사

용함으로써 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불소 화합물 0.1중량%를 포함하는 실시예 1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에 비하여 불소 화합물 0.2중량%를 포함하는 실

시예 2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의 경우에 금속의 잔류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로써, 유기성 불화 암모늄 수용액 내 불소

화합물의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금속 오염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H가 10.5인 실시예 1에 비하여 pH

가 5.0인 실시예 2 및 5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의 경우에 금속의 잔류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정

액 조성물의 pH를 조절하여 금속 오염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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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반도체 장치를 세정하면, 도전성 구조물이 형성된 기판의 세정

공정시 도전성 구조물의 손상 없이 폴리머를 제거하고, 입자 오염 및 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반도

체 장치의 불량을 방지함으로써 반도체 제조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

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판용 세정액 조성물을 사용하여 도전성 구조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방법

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반도체 장치의 워드 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을 나

타내는 단면도들이다.

도 6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세정액 조성물을 이용하여 반도체 장치의 비트 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을 나

타내는 단면도들이다.

도 14는 비교예 3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기판에 대하여 입자 계측 장비로 측정한 사진이다.

도 15는 실시예 1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기판에 대하여 입자 계측 장비로 측정한 사진이다.

도 16 내지 18은 각각 비교예 1, 실시예 2 및 실시예 4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후 알루미늄막 패턴의 손상여부를

보여주는 SEM 사진들이다.

도 19 내지 도 22는 각각 텅스텐막 패턴을 실시예 2, 4, 6 및 7의 세정액 조성물로 세정한 후 상기 텅스텐막 패턴의 손상

여부를 나타내는 SEM 사진들이다.

도 23은 금속 이온이 용해된 실시예 1, 2 및 5, 및 비교예 6에 따른 세정액 조성물로 기판을 세정한 후, 상기 기판 상의 잔

류하는 금속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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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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