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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초임계 유체／화학적 제제를 이용한 ＭＥＭＳ 희생층의제거

(57) 요약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및 희생층을 가지는 다른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실리콘-함유 희생층을 제거

하는 방법 및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에칭 조성물은 초임계 유체(SCF: supercritical fluid), 에칭제 종(echant

species), 조용매(co-solvent) 및 선택적으로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포함한다. 상기 에칭 조성물은 클리닝(cleaning)

시약으로서의 SCF의 고유 결함, 다시 말해, SCF의 비극성 특성 및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하는 극성 종을 용해

시킬 수 없는 성능을 극복한다. 최종적으로 에칭된 기판은 전통적인 습식 에칭(wet etching) 기법을 사용하여 에칭된 기판

에 비해 점착현상이 적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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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초임계 유체(SCF: supercritical fluid), 적어도 하나의 조용매(co-solvent), 적어도 하나의 에칭제 종(etchant species)

및 선택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포함하는, 실리콘-함유 희생층 에칭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CF는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산소(oxygen), 아르곤(argon), 크립톤(krypton), 제논

(xenon) 및 암모니아(ammonia)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SCF 종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CF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용매는 적어도 하나의 C1-C6 알코올(alcohol)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용매는 메탄올(methanol)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용매는 이소프로판올(isopropanol)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함유 희생층은 산화 실리콘(silicon oxide) 및 질화 실리콘(nitride silicon)으로 구성된 군으

로부터 선택되는 실리콘-함유 종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제 종은 암모늄 플루오라이드(ammonium bifluoride), 테트라알킬암모늄 다이플루오라이드(

(R)4NHF2: tetraalkylammonium difluoride) 및 알킬 포스포늄다이플루오라이드((R)4PHF2: alkyl phosphonium

difluorides)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바이플루오라이드(bifluoride) 화합물을 포함하고, 여기서 R은 Cl-

C4 알킬 그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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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제 종은 암모늄 플루오라이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제 종은 테트라알킬암모늄 다이플루오라이드((R)4NHF2: tetraalkylammonium difluoride)를

포함하고, 여기서 R은 Cl-C4 알킬 그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제 종은 알킬 포스포늄다이플루오라이드((R)4PHF2: alkyl phosphonium difluorides)를 포함

하고, 여기서 R은 Cl-C4 알킬 그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는 적어도 하나의 비이온성(nonionic) 또는 음이온성(anionic) 계면활성제 또는 그것의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플루오로알킬 계면활성제(fluoroalkyl surfactants), 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ethylene glycols),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s), 폴리에틸렌 에테르(polyethylene ethers), 폴리

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polypropylene glycol ethers), 카르복실 산 염(carboxylic acid salts), 도데실벤젠설포닉 산

(dodecylbenzenesulfonic acid), 도데실벤젠설포닉 염(dodecylbenzenesulfonic salts), 폴리아크릴에이트 폴리머

(polyacrylate polymers), 다이노닐페닐 폴리옥시에틸렌(dinonylphenyl polyoxyethylene), 실리콘 폴리머(silicone

polymers), 모디파이드 실리콘 폴리머(modified silicone polymers), 아세틸레닉 디올(acetylenic diols), 모디파이드 아

세틸레닉 디올(modified acetylenic diols), 알킬암모늄 염(alkylammonium salts), 모디파이드 알킬암모늄 염(modified

alkylammonium salts) 및 전술한 것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화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성물.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모디파이드 아세틸레닉 디올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 조성물은, 조성물 총중량을 기준으로, 약 75.0 wt% 내지 약 99.5 wt% SCF, 약 0.3 wt% 내지

약 22.5 wt% 조용매, 약 0.01 wt% 내지 약 5.0 wt% 에칭제 종 및 약 0.01 wt% 내지 약 0.5 wt%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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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함유 희생층은 실리콘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제 종은 XeF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 조성물은 조성물 총중량을 기준으로, 약 75.0 wt% 내지 약 99.5 wt% SCF, 약 0.3 wt% 내지

약 22.5 wt% 조용매, 약 0.01 wt% 내지 약 5.0 wt% 에칭제 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9.

기판으로부터 실리콘-함유 물질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및 충분한 접촉 조건하에서, SCF, 적어도 하나의 조용매,

적어도 하나의 에칭제 종 및 선택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SCF-기반 조성물을 기판과 접촉시키는 단

계를 포함하는 기판으로부터 실리콘-함유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CF는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산소(oxygen), 아르곤(argon), 크립톤(krypton), 제논

(xenon) 및 암모니아(ammonia)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SCF 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CF는 이산화탄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 조건은 약 1400 내지 약 4400 psi 범위의 압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 시간은 약 30초 내지 약 30분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조용매는 적어도 하나의 C1-C6 알코올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조용매는 메탄올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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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조용매는 이소프로판올(IPA)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함유 물질은 산화 실리콘 및 질화 실리콘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제 종은 암모늄 플루오라이드(ammonium bifluoride), 테트라알킬암모늄 다이플루오라이드(

(R)4NHF2: tetraalkylammonium difluoride) 및 알킬 포스포늄다이플루오라이드((R)4PHF2: alkyl phosphonium

difluorides)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바이플루오라이드(bifluoride) 화합물을 포함하고, 여기서 R은 Cl-

C4 알킬 그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제 종은 암모늄 플루오라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는 적어도 하나의 비이온성(nonionic) 또는 음이온성(anionic) 계면활성제 또는 그것의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플루오로알킬 계면활성제(fluoroalkyl surfactants), 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ethylene glycols),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s), 폴리에틸렌 에테르(polyethylene ethers), 폴리

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polypropylene glycol ethers), 카르복실 산 염(carboxylic acid salts), 도데실벤젠설포닉 산

(dodecylbenzenesulfonic acid), 도데실벤젠설포닉 염(dodecylbenzenesulfonic salts), 폴리아크리에이트 폴리머

(polyacrylate polymers), 다이노닐페닐 폴리옥시에틸렌(dinonylphenyl polyoxyethylene), 실리콘 폴리머(silicone

polymers), 모디파이드 실리콘 폴리머(modified silicone polymers), 아세틸레닉 디올(acetylenic diols), 모디파이드 아

세틸레닉 디올(modified acetylenic diols), 알킬암모늄 염(alkylammonium salts), 모디파이드 알킬암모늄 염(modified

alkylammonium salts) 및 전술한 것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화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 조성물은, 조성물 총중량을 기준으로, 약 75.0 wt% 내지 약 99.5 wt% SCF, 약 0.3 wt% 내지

약 22.5 wt% 조용매, 약 0.01 wt% 내지 약 5.0 wt% 에칭제 종 및 약 0.01 wt% 내지 약 0.5 wt%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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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함유 물질은 실리콘, 포스트-애시(post-ash) 및 포스트-에치(post-etch) 잔여물로 구성

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제 종은 XeF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SCF-기반 조성물과 기판을 접촉시키는 단계 이전에 기판을 건조(dehydrating)시키는 단계를 추

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SCF-기반 조성물은 조성물 총중량을 기준으로, 약 75.0 wt% 내지 약 99.5 wt% SCF, 약 0.3 wt%

내지 약 22.5 wt% 조용매, 약 0.01 wt% 내지 약 5.0 wt% 에칭제 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7.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 단계는 (i) 실리콘-함유 물질과 에칭 조성물의 다이나믹 플로우(dynamic flow) 접촉 단계, 및

/또는 (ii) 실리콘-함유 물질과 에칭 조성물의 스태틱 소우킹(static soaking) 접촉 단계를 함유하는 에칭 싸이클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 싸이클은, 실리콘-함유 물질의 다이나믹 플로우(dynamic flow) 접촉 및 스태틱 소우킹

(static soaking) 접촉을 교대로 및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19항에 있어서, 첫번째 세정 단계에서 침전된 잔여 화학 첨가물을 제거하고, 두번째 세정 단계에서 침전된 잔여 화학 첨

가물 및/또는 잔여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리콘-함유 물질이 제거된 영역에서, 기판을 첫번째 세정 단계에서 SCF/

메탄올/탈이온화된(deionized) 물 세정 용액으로 세정하고, 두번째 세정 단계에서 SCF로 세정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SCF는 SCC0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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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및 희생층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판으로부터 희생층, 예를 들어

실리콘, 산화 실리콘(silicon oxide) 또는 질화 실리콘(silicon nitride)의 제거를 위한 반도체 제조에 유용한 초임계 유체-

기반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조성물들은 포스트-애시(post-ash) 및 포스트-에치(post-etch) 잔여물 제거에 유용하

다.

배경기술

MEMS는 단일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상에 기계적 및 전기적 성분을 통합하는 디바이스(devices)이다. 전기적 및

기계적 성분은 전형적인 집적 회로(IC: integrated circuit) 기법 및 "미세기계화(micromachining)" 공정을 각각 사용하여

제작된다. 미세기계화는 웨이퍼상에 환경을 탐지 및 제어할 수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를 제조하는데 이용되고, 칸티레버 빔

(cantilever beam), 힌지(hinges), 가속도계(accelerometers), 미세 구동기(microactuators) 및 미세 거울

(micromirrors)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MEMS 웨이퍼상의 기계적 성분은 기판상에 희생층 및 구조층을 증착시킴으로써 제조되고, 이어서 구조층에 대한 희생층

의 선택적인 에칭이 뒤따르며, 빔(beam) 또는 레버(lever)와 같은 서스펜디드(suspended) 또는 프리스탠딩

(freestanding) 구조를 남겨둔다. MEMS 구조를 제작하는데 주요한 문제점은, 희생층 에칭 공정에 기반한 수계에서 점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표면 접착력은 미세구조의 기계적 복원력보다 크다. 실질적으로는, 미세 구조

는,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기판을 향해 휘어져 있고, 기판에 점착되어 있다. 제시된 점착현상의 원인은, 반 데르 발스 힘

(van der Waals forces), 수소 브리징(hydrogen bridging) 및/또는 미세 구조 및 기판 사이의 정전기학적 인력

(electrostatic attractions), 에칭된 공간에서 포획된(trapped) 감소하는 액체 반월상 연골(mensci)로부터 발생하는 표면

장력, 및 건조단계 중에 용액으로부터 침전된 에칭 부산물(by-product)을 포함한다.

HF를 수반하는 습식 에칭, 표면장력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및 표면장력이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액체(예: 이소프로판올(IPA: isopropanol))로 구조물을 건조시킴으로써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점착현상을 최소화하는 몇몇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제시된 대체적인 무수(water-free) 에칭 조성물은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무수 HF 기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순수 무수 HF에 의한 에칭은 미세 구조 착물을 형성하기 위해 10 시간 이상을 필

요로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부 수분의 존재는 에칭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하고 따라서 무수 에칭제 사용 이점을

소멸시킨다.

택일적으로, 초임계 유체(SCF)는 MEMS 및 다른 반도체 디바이스를 에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낮은 점도 및 0에 가까운

표면장력 때문에, SCF는 전형적인 습식 공정과 관련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CF는 기체 같은

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면장력은 낮고 따라서 미세 구조는 기판에 점착하지 않는다. 높은 확산 속도 때문에, SCF는 일

반적으로 액체 용매보다 더 빨리 고체 샘플(sample)을 침전시킬 수 있다. 더욱이, SCF는 낮은 점도 때문에 용해된 용질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많은 SCF는 매우 비극성이고, 마찬가지로, 오염 물질 종은 적당히 용해되지 않는다.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희생층의 에칭은 모범적인 조작 능력을 가지는 MEMS 및 다른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개선된 희생층 에칭 조성물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실리콘-함유 희생층의 에칭을 위한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유용한 초임계 유체-기반 조성

물 및 희생층 제거를 위해 상기 조성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반도체 표면으로부터 포스트-애시(post-ash) 및 포스트-에치(post-etch) 잔여물의 제거를 위한 반도

체 제조에 있어서 유용한 초임계 유체-기판 조성물 및 잔여물 제거를 위해 상기 조성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측면에서, 본 발명은 초임계 유체(supercritical fluid), 적어도 하나의 조용매(co-solvent), 적어도 하나의 에칭제 종

(etchant species) 및 선택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포함하는 실리콘-함유 희생층 에칭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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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기판상에 실리콘-함유 물질을 가지는 기판으로부터 실리콘-함유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에 관

한 것이고, 상기 방법은, 충분한 시간 동안 및 기판으로부터 실리콘-함유 물질을 제거하는 충분한 접촉 조건하에서, SCF,

적어도 하나의 조용매, 적어도 하나의 에칭제 종 및 선택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SCF-기반 조성물

과 기판을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의 특성 및 실시양태는 계속되는 명세서 및 첨부된 청구항으로부터 보다 완벽하게 명백해질 것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 예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초임계 실리콘-함유층의 에칭에 매우 효과적인 초임계 유체(SCF)-기반 에칭 조성물의

발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은 희생층 에칭에 효과적이고, 상기 희생층은 실리콘, 산화 실리콘 및

질화 실리콘(Si3N4)층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으며, 패턴화된(patterned) 웨이퍼로부터 포스트-애시(post-ash)

및 포스트-에치(post-etch) 잔여물의 제거에 관한 것이다.

용이한 제조 특성 및 독성의 부족 및 무시할 정도의 환경의 영향 때문에, 본 발명이 어떠한 적합한 SCF 종과 함께 실행될

지라도, 초임계 카르본 다이옥사이드(SCCO2: supercritical carbon dioxide)는, 수반되는 특정 적용예에 따라 특정 SCF

를 선택하는 본 발명의 광범위한 실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SCF이다. 본 발명의 실행에서 유용한 다른 바람직한 SCF 종은

산소(oxygen), 아르곤(argon), 크립톤(krypton), 제논(xenon) 및 암모니아(ammonia)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광범

위한 설명에 있어서 SCCO2 에 대한 특정 참조는 본 발명의 실질적인 예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SCCO2 는 산화막 및 잔여 오염 물질의 제거를 위한 매력있는(attractive) 시약으로서 간주되는데, SCCO2 가 액체 및 기체

둘 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체와 같이, 빨리 확산하고, 저점도, 0에 가까운 표면장력을 가지고 깊은 트렌치

(trenches) 및 비아(vias) 속으로 쉽게 침전한다. 액체와 같이, "세정(wash)" 중간체로서 벌크 플로우 용량(bulk flow

capability)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명백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SCCO2는 비극성이다. 따라서, 플루오라이드 또는 무기염을 함유하는 이온성

에칭제 및 많은 포스트-에치(post-etch)와 포스트-애시(post-ash) 잔여물에 존재하는 극성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많

은 극성 종의 용해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SCCO2의 비극성 특성은, 희생층 에칭 및 웨이퍼 표면의 오염 잔여물

클리닝(cleaning)을 위한 용도에 장애 요소를 내포한다.

그러나, 아래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듯이, 본 발명은 SCCO2 및 다른 SCF의 비극성과 관련한 단점은 첨가제와 함께

SCF-기반 에칭 조성물의 적합한 제제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발견 및 SCF-기반 중간체와 실리콘-함유 희생층의 에칭

은 매우 효과적이고, 상기 실리콘-함유 희생층을 가지는 기판의 손상이 없고, 잔여물이 없는 에칭을 수득할 수 있다는 발

견에 기반하고 있다.

일 측면에서, 본 발명은 실리콘-함유 희생층을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제거하는데 유용한 SCF-기반 에칭 조성물에 관한 것

이고, 상기 실리콘-함유 희생층은 실리콘, 산화 실리콘 및 질화 실리콘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제

제는 SCF, 적어도 하나의 조용매, 적어도 하나의 에칭제 및 선택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

성분 중량 %

SCF 약 75.0% 내지 약 99.5%

조용매(co-solvent) 약 0.3% 내지 약 22.5%

에칭제(Etchant) 약 0.01% 내지 약 5.0%

계면활성제(Surfactant) 약 0.01% 내지 약 5.0%

본 발명의 광범위한 실행에 있어서, SCF-기반 에칭 제제는 SCF, 적어도 하나의 조용매, 적어도 하나의 에칭제 및 선택적

으로 적어도 하나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구성되며 또는 필수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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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F와 함께 조용매를 포함함으로써 실리콘-함유 희생 종에 대한 에칭 조성물의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SCF, 조용매, 에칭제 및 선택적인 계면활성제의 특정 비율 및 양은 실리콘-함유 종 및/또는 공정 장치에 대한 SCF-기반

에칭 조성물의 바람직한 에칭 작용을 제공하면서 적절하게 변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노력 없이 기술의 기법 내에서 용이

하게 결정가능하다.

SCF-기반 에칭 조성물에서 사용된 조용매는 바람직하게는 알코올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상기 알코올은

직쇄 또는 분지 C1-C6 알코올(즉,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 또는 둘 이상의 상기 알코올 종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알코올은 메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IPA)이다.

선행기술의 산화 실리콘 및 질화 실리콘 에칭 조성물은 에칭제 HF를 포함하고, 상기는 에칭제 종 F-, H2F- 및 H2F2를 형

성하기 위해 물에서 해리한다. 그러나, CO2가 풍부한 환경에서, 물은 CO2(카르보닉 산(carbonic acid) 형성을 위한)와 반

응하거나 또는 알코올 조용매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에, 에칭제 종을 형성하기 위한 HF의 이온화는 용이하게 일어나지 않

는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에서 이용된 산화 실리콘 및 질화 실리콘 에칭제는, 암모늄 플루오라이드

(ammonium bifluoride), 테트라알킬암모늄 다이플루오라이드(tetraalkylammonium difluoride) 및 알킬 포스포늄다이플

루오라이드(alkyl phosphonium difluorides)를 포함하는 바이플루오라이드(bifluoride) 종과 같은 예비-이온화된(pre-

ionized) 플루오라이드 소스(source)를 포함하고, 상기는 다음의 반응에 의해 제조된다:

(R)4NOH + 2HF → (R)4NHF2 + H20

(R)4POH + 2HF → (R)4PHF2 + H20

여기서 R은 수소(hydrogen), 메틸(methyl), 에틸(ethyl), 부틸(butyl), 페닐(phenyl) 또는 플루오라이드화 C1-C4 알킬

(fluorinated C1-C4 alkyl) 그룹이다.

본 발명의 광범위한 실행에 있어서,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에 사용된 산화 실리콘 및 질화 실리콘 에칭제는 전

술한 바이플루오라이드(bifluoride) 종 및 선택적으로 HF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역미셀(reverse micelles) 기법

은, SCF와 함께 접촉하지 않고 웨이퍼 표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역미셀 내에서 HF를 캡슐화하는데 사용된다. 포텐셜

(potential) 역미셀은 폴리메릭(polymeric) 역미셀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계면활성제는 실리콘-함유 희생층이 산화 실리콘 및 질화 실리콘을 포함할 때 선택적으로 첨가된다.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에 사용된 계면활성제는, 플루오로알킬 계면활성제(fluoroalkyl surfactants), 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ethylene glycols),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s),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

(ethers), 카르복실 산 염(carboxylic acid salts), 도데실벤젠설포닉 산(dodecylbenzenesulfonic acid) 또는 염(salts),

폴리아크릴에이트 폴리머(polyacrylate polymers), 다이노닐페닐 폴리옥시에틸렌(dinonylphenyl polyoxyethylene), 실

리콘 또는 모디파이드 실리콘 폴리머(modified silicone polymers), 아세틸레닉 디올(acetylenic diols) 또는 모디파이드

아세틸레닉 디올(modified acetylenic diols) 및 알킬암모늄(alkylammonium) 또는 모디파이드 알킬암모늄 염(modified

alkylammonium salts) 뿐만 아니라 전술한 계면활성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화합물과 같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포함할 수 있다. 택일적으로,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혼합물일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서, 계면활성제는 모디파이드 아세틸레닉 디올(modified acetylenic diols)이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SCF-기반 이산화 실리콘 및 질화 실리콘 에칭 조성물은 SCCO2, 메탄올(methanol), 암

모늄 바이플루오라이드(ammonium bifluoride) 및 모디파이드 아세틸레닉 디올(modified acetylenic diols)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에서 사용된 실리콘 에칭제는, 특별히 MEMS 및 다른 반도체 디바이스를 에칭하는데 매

우 적격인, XeF2를 포함한다. XeF2 에칭제는 광경화성 수지(photoresist), 산화 실리콘(silicon oxides), 질화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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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on nitrides) 및 알루미늄(aluminum)에 대하여 거의 무한한 실리콘의 선택성을 나타낸다. 증기상 에칭제로서, XeF2는

전형적으로 습식 공정과 관련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회피한다. 예를 들어, XeF2 표면장력은 무시할 정도이고 따라서 미세

구조 및 기판 사이의 점착현상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게다가 XeF2를 이용한 에칭률은 보다 빠르다.

실리콘의 XeF2 에칭은 실리콘 표면상에 물리적 흡착을 수반한다고 제시되어 왔다. F 원자 대 Xe 원자 및 Si 원자 대 다른

Si 원자 둘 다의 결합 에너지는 충분히 약하고 및 Si와 F 사이의 인력은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F는 Xe로부터 해리할 것이

고, 아래의 반응에서 구체화된 바와 같이, 다양한 실리콘 플루오라이드 제품을 형성하기 위하여 Si에 결합할 것이다:

XeF2(g)+ Si(g) → Xe(g) + SiF2(s)

XeF2(g) + SiF2(s) → Xe(g) + SiF4(s)

에칭 반응은 휘발성 SiF4가 형성되어 표면을 자발적인 상태로 남겨둘 때 수행되고, 따라서 희생 실리콘 재료를 제거한다.

본 발명의 광범위한 실행에 있어서,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에 이용된 실리콘 에칭제는 XeF2 종 및 선택적으로

HF를 포함한다.

명백하게, XeF2 에칭률은 실리콘 표면의 건조도에 따라 결정된다. 물이 실리콘 표면상에 존재한다면, 실리콘 플루오라이

드 폴리머 박막층을 형성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광범위한 실행은, XeF2 를 함유하는 SCF-기반 에칭 조성물을 노출하기

이전에 웨이퍼 표면 건조 단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SCCO2는 웨이퍼 표면을 건조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실리콘 플루오

라이드 폴리머층의 형성을 제거하는,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제공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XeF2 는 소량의

XeF4를 함유하므로, SCCO2로 실리콘 표면을 예비 건조하는 단계는 불가피한 안전성의 척도이고, 물을 수반하는 반응에

따라서 접촉 폭발성 XeF3 를 형성한다.

XeF2 와 같은 종은 비극성 SCF 용매에서 대부분 불용성이다. 따라서, 조용매는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에 있어

서 XeF2 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성물에 첨가된다.

하나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SCF-기반 실리콘 에칭 조성물은 SCCO2, 메탄올 및 XeF2 을 함유한다.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적합한 SCF-기반 에칭 조성물을 이용하여,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실리콘-함유 희생층을 제거하

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상기 실리콘-함유 희생층은 실리콘, 산화 실리콘, 질화 실리콘 및 포스트-애시(post-ash)와 포스

트-에치(post-etch) 잔여물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SCF, 적어도 하나의 조용매, 적어도 하나의 에칭제 및 선택적으로 적

어도 하나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SCF-기반 에칭 조성물을 이용한, 포스트-애시(post-ash) 및 포스트-에치(post-

etch) 잔여물 제거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개발된 광경화성 수지(photoresist)를 제거하는 선호되는 기법은 플라즈마 애싱(plasma ashing)이다. 플라즈마

애싱은 기판표면으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광경화성 수지막을 산화시켜 분해하기 위하여, 산소 플라즈마에 광경화성 수지로

덮힌 웨이퍼를 노출시키는 단계를 수반한다. 그러나 플라즈마 에칭은 보통 플라즈마-애시(ash) 및 플라즈마-에칭(etch)

잔여물의 형성을 초래하고, 상기 잔여물은 순차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기판상에 남아있는 모든 잔여물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결함이 있거나 또는 쓸모조차 없는 최종 디바이스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마이크로전자 디바이스 구조물 임계치수의 지속적이고 빠른 감소를 고려해 볼 때, 포스트-애시(post-

ash) 및 포스트-에치(post-etch) 잔여물의 제거는 널리 알려진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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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화학적 처리에 의한 전통적인 포스트-애시(post-ash) 및 포스트-에치(post-etch) 잔여물 세정이, 기판으로부터 특

히 낮은 k 유전체 내의 트렌치(trenches), 비아(vias) 및 미세 구조로부터, 잔여물을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음

을, 전적으로 만족스럽게 입증해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상기 전통적인 세정 접근법은 시간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세정작용을 위해 상당한 양의 화학시약을 필요로 하고, 상당한 양의 화학폐기물을 양산한다.

본 발명의 SCF-기반 조성물은, Si-, SiO2- 및 Si3N4-기반 잔여물을 위한 선행 기술의 포스트-애시(post-ash) 및 포스트

-에치(post-etch) 잔여물 제거 방법의 단점을 극복한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접촉의 지속 및 온도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의 광범위한 실행에서 유리하게 이용되더라

도, 적합한 SCF-기반 에칭 조성물은, 약 1400 내지 약 4400 psi 범위의 압력, 희생층 및/또는 잔여물의 바람직한 에칭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예: 약 30초 내지 약 30분 범위의 접촉시간) 및 약 40 내지 약 70℃의 온도에서, 희생층,

즉, 산화 실리콘, 질화 실리콘 또는 실리콘 및/또는 포스트-애시(post-ash)와 포스트-에치(post-etch) 잔여물을 가지는

기판과 접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특별히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제거 공정은, 희생층 및/또는 잔여물을 가지는 기판 위에 SCF-기반 조성물의 다이나믹 플

로우(dynamic flow)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공정을 포함하고, 이어서 상기 교류적인 단계 싸이클(cycle)에서 교대로 및 반

복적으로 수행되는 각각의 다이나믹 플로우(dynamic flow) 및 스태틱 소우킹(static soaking) 단계와 함께, SCF-기반 에

칭 조성물에서 기판의 스태틱 소우킹(static soaking)이 계속된다.

기판으로부터 희생층 및/또는 잔여물의 질량전달구배(mass transfer gradient)를 최대화하고 희생층 및/또는 잔여물의

완벽한 제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다이나믹(dynamic)" 접촉 형태는 웨이퍼 표면 위에 클리닝(cleaning) 조성물의 지속

적인 흐름을 수반한다. "스태틱 소우킹(static soaking)" 접촉 형태는 정량 부피의 에칭 조성물과 웨이퍼 표면을 접촉시키

고 단계 및 지속적인 (소우킹(soaking)) 시간동안 접촉상태를 유지기키는 단계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다이나믹 플로우(dynamic flow)/스태틱 소우킹(static soaking) 단계는 전술한 구체예에서 네 개의 계속되는

순환 중에 수행되고, 30초 내지 10분 다이나믹 플로우(dynamic flow), 30초 내지 5분 고압의(예: 약 3000 psi 내지 4400

psi) 스태틱 소우킹(static soaking), 30초 내지 10분 다이나믹 플로우(dynamic flow) 및 30초 내지 10분 저압의(예: 약

1400 psi 내지 2800 psi) 스태틱 소우킹(static soaking)의 순서를 포함한다.

에칭된 실리콘층에 관해서, 웨이퍼 표면은 에칭 공정 이전에 건조되어야 한다. 수중에서보다 SCF에서 용해도가 높은 반응

생성 종을 형성하기 위하여, SCF는 패턴화된(patterned) 웨이퍼상에서 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하나 이상의 수반응성

시약을 함유하는 건조 조성물에서, 패턴화된(patterned) 웨이퍼를 위한 건조 매개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예로서, 헥사플루오로아세톤(HFA: hexafluoroacetone)은, 패턴화된(patterned) 웨이퍼의 건조를 위한 매우 효과적

인 SCF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해, SCCO2에서 수반응성 시약으로 사용된다. 상기 조성물에 있어서, HFA는 물과 즉시 반응

하고 및 아래의 반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용해성 및 휘발성 디올(diol)을 정량적으로 형성한다:

H2O + CF3COCF3 → CH3C(OH)2CF3

제조된 디올(diol), CH3C(OH)2CF3는 SCCO2에서 용해도가 높고 SCF에 의해서 용이하게 용해되며, 따라서 SCCO2 및

HFA를 함유하는 SCF 조성물과 접촉하는 패턴화된(patterned) 웨이퍼 기판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물을 제거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SCF-기반 웨이퍼 건조 조성물에서 수반응성 시약은 적합한 모든 유형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다른 할

로겐화 알데하이드(halogenated aldehydes) 및 케톤(ketones); 할로겐화 디케톤(halogenated diketones)(예:

1,1,1,5,5,5-헥사플루오로-2,4,-펜탄디온(1,1,5,5,5-hexafluoro-2,4-pentanedione), 택일적으로 (hfac)H로 나타내어

진다); 할로겐화 에스테르(halogenated esters); 카르복실 안하이드라이드(carboxylic anhydrides), 즉,(CH3CO)2O; 실

록산(siloxanes); 할로겐화 실란(halogenated silanes);및 물과 쉽게 반응하고, SCCO2 또는 다른 SCF 종에서 용해되는

유도체를 형성하는 모든 다른 화합물 및 재료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수반응성 시약은 패턴화된(patterned) 웨이퍼 기판으로부터 물의 제거를 위해 효과적인, 적합한 모든 농도의

SCF-기반 웨이퍼 건조 조성물에서 체계화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양태에서, 이용된 특정 SCF 종에 따라, 수반응성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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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는, 초임계 유체 및 수반응성 시약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약 0.01 내지 약 10.0 중량% 범위에 집중되고, 보다 바람

직하게 동일한 총중량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7.5 중량% 범위의 농도, 및 가장 바람직하게 동일한 총중량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5.0 중량% 농도가 될 수 있다.

건조 조성물과 패턴화된(patterned) 웨이퍼 기판의 접촉은 적합한 시간 동안 수행되고, 예를 들어 특정 구체예는 약 20 내

지 약 60초가 될 수 있으며, 하지만 다른(보다 길거나 또는 짧은)접촉 시간은 패턴화된(patterned) 기판으로부터 제거되어

야 할 물의 성질과 양 및 건조를 위해 이용되는 공정조건에 따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패턴화된(patterned) 기판의 건조에 이어서, SCF-기반 웨이퍼 건조 조성물이 패턴화된(patterned) 기판과 접촉하는 접촉

용기(vessel)는, 패턴화된(patterned) 기판으로부터 SCF 조성물을 분리하고 접촉 용기로부터 재기화된(regasified) SCF

를 소모시켜, 급격히 압력이 감소될 수 있고, 따라서 용해성 수반응 제조물과 같은 비초임계 성분은 재기화된 SCF에서 반

출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건조된 위치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접촉 용기는 압축될 수 있고 SCF-기반 에칭 조

성물은 희생층 및/또는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용기(vessel)로 도입된다.

희생층 및/또는 잔여물을 가지는 기판과 SCF-기반 에칭 조성물의 접촉 이후에, 바람직하게는 기판은, 첫번째 세정 단계에

서 에칭 및/또는 잔여물 제거가 영향을 받는 기판 영역으로부터 침전된 잔여 화학 첨가물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SCF/

메탄올/탈이온화된(deionized) 수용액으로 세정하고, 마지막으로 두번째 세정 단계에서 기판 영역으로부터 모든 메탄올

조용매 및/또는 침전된 잔여 화학 첨가물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순수 SCF로 세정된다. 바람직하게는, 세정에 사용된

SCF는 SCCO2 이다.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은 성분의 단순 혼합, 즉, 적당한 교반에 의해 쉽게 형성된다.

일단 형성되면, 상기 SCF-기반 에칭 조성물은, 적절하게 상승된 압력으로, 예를 들면, 일정한 기압이 유지되고, 에칭 조성

물이 희생층 및/또는 잔여물의 제거를 위해 바람직한 접촉 작용에 효과적인 적합한 체적측정률(volumetric rate) 및 양

(amount)으로 공급되는, 접촉 챔버(chamber)내에서, 희생층 및/또는 잔여물과의 접촉을 위해 기판에 도입된다.

본 명세서에 기반하여, 본 발명의 에칭 조성물을 위한 특정 접촉 조건은 기술의 기법 내에서 쉽게 결정되고, 및 본 발명의

에칭 조성물에서 성분의 특정 비율 및 성분의 농도는 기판으로부터 희생층 및/또는 잔여물을 바람직하게 제거하는 동안 광

범위하게 변화한다고 평가될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은 하기에 논의되는 실시예에 의하여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어진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샘플(sample) 웨이퍼는 기판, 기판상에 100nm 두께 산화 실리콘막 및 산화층의 윗면 상에 100nm 폴

리실리콘막(polysilicon film)을 함유하였다. 샘플은 아래 형태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을 사용하여 산화 실리콘 희생층

을 에칭하여 가공하였다:

성분
중량 퍼센트

(Weight Percent)

암모늄 바이플로오라이드(ammonium bifluoride)(32.3 wt%) 1.0%

설피놀(surfynol)-104 0.05%

메탄올(Methanol) 4.0%

SCCO2 94.95%

택일적으로, 샘플 웨이퍼는 기판, 기판상에 380nm 두께 실리콘막, 실리콘막상에 30nm 산화 실리콘막 및 산화층의 윗면

상에 300nm 질화 실리콘막을 포함한다. 샘플은 아래 형태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을 사용하여 산화 실리콘 희생층을 에

칭하여 가공하였다:

성분
중량 퍼센트

(Weight Percent)

암모늄 바이플로오라이드(ammonium bifluoride)(32.3 wt%) 1.0%

설피놀(surfynol)-104 0.05%

메탄올(Methanol)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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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O2 94.95%

온도는 클리닝(cleaning)/린싱(rinsing) 단계를 통해 50℃로 유지되었다. 최적의 공정 조건은 4000 psi에서 45 초동안

SCF-기반 에칭 조성물의 다이나믹 플로우(dynamic flow)이고 1 분 SCCO2 린스(rinse)가 뒤이어 계속된다. 그 후 샘플은

모든 조용매 및/또는 침전된 잔여 화학 첨가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SCCO2/메탄올/탈이온화된(deionized) 물 및

순수 SCCO2와 함께 완전히 린스되었다(rinsed).

결과는,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도 1 내지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도 1 및 3은 에칭에 이전에 제어 웨이퍼의 최적의 광학 현미경 사진이고, 제거되지 않은 산화 실리콘 희생층을 나타낸다.

도 2 및 4는 여기에 설명된 조성물 및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산화 실리콘 희생층 제거 후에 도 1 및 3 웨이퍼의 광학 이미

지를 나타낸다. 산화 실리콘 희생층의 제거가 이어지고, 프리 스탠딩(free standing), 점착현상 없는 미세 구조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프리 스탠딩 미세 구조의 광학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상기에 설명된 사진들은, 웨이퍼 기판으로부터의 희생층 제거를 위한, 본 발명에 따른 SCF-기반 에칭 조성물의

효용을 입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특정 측면, 특정 및 구체적인 실시양태에 관하여 여기에 설명되어왔지만, 본 발명의 효용은

이에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다른 측면, 특성 및 실시양태로 확대 및 포함한다고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 설명

되는 청구항들은, 상기의 모든 측면, 특성 및 실시양태를 포함하면서, 사상 및 범위 내에서 상응하여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리콘 기판, 기판상의 100 nm 두께 실리콘 산화막 및 산화막상의 100 nm 두께 폴리실리콘(polysilicon)막을 함유

하는 SCF-기반 에칭 조성물 공정 전의 제어 샘플이다.

도 2는 산화 실리콘 희생층이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과 함께 에칭된 후 도 1의 제어 샘플이고, 프리스탠딩(free

standing) 미세 구조를 나타낸다.

도 3은 실리콘 기판, 기판상의 100 nm 두께 실리콘 산화막 및 산화막상의 100 nm 두께 폴리실리콘(polysilicon)막을 함유

하는 SCF-기반 에칭 조성물 공정 전의 제어 샘플이다.

도 4는 산화 실리콘 희생층이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과 함께 에칭된 후 도 3의 제어 샘플이고, 프리스탠딩 미세

구조를 나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SCF-기반 에칭 조성물로 에칭된 샘플이고, 프리스탠딩 미세 구조를 나타낸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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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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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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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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