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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소닉 세정시 발생되는 패턴손상 최소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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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minimum feature size decreases, techniques to avoid contamination and processes to maintain 

clean wafer surfaces have become very important. The deposition and detachment of nanoparticles from 
surfaces are major problem to integrated circuit fabrication. Therefore, cleaning technology which 
reduces nanoparticles is essential to increase yield. Previous megasonic cleaning technology has reached 
the limits to reduce nanoparticles. Megasonic cleaning is one of the efficiency method to reduce 
contamination nanoparticle. Two major mechanisms are active in a megasonic cleaning, namely, acoustic 
streaming and cavitation. Acoustic streaming does not lead to sufficiently strong force to cause damage 
to the substrates or patterns. Sonoluminescence is a phenomenon of light emission associated with the 
cavitation of a bubble under ultrasound. We studied a correlation between sonoluminescence and sound 
pressure distribution for the minimum of pattern damage in megasonic cleaning.

반도체 공정 크기의 미세화에 따른 나노입자의 

오염 제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생산 공정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패턴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게 되

어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 십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에 의해서 패턴불량이 발생하고 반도

체 생산 수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반도체 

생산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 중 발생

하는 나노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세정 기술이 필

요하다. 그러나 Metal gate 도입으로 chemical 
cleaning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physical cleaning이 

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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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cleaning 기술로는 메가소닉, 레이져, 
초임계, 플라즈마 세정이 있다. 그 중에서 메가소

닉 세정의 오염 입자 제거력이 타 방법에 비해 

효율적이고 장치 개발이 용이하여 최근 다시 주

목받고 있다. 그러나 메가소닉 세정시 bubble 
collapse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일부 패턴에 손상

이 일어나게 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메가소닉 세정시 패턴손상이 발생

하지 않는 세정 공정 조건을 연구했다(1-2).

2. 이론적 배경

 2.1 메가소닉 메커니즘

메가소닉 세정에서 중요한 실험적 요소는 캐비

테이션(Cavitation)과 음파흐름(Acoustic streaming)
이다. 캐비테이션이란 유체의 압력이 국부적으로 

가진 온도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내려가면서 유체

의 내부에서 기포가 생성되는 현상이다. 캐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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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 의해 생성된 기포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

하다 소멸하게 된다. 이 때 순간적으로 급격히 

수축하면서 외부로 강한 충격파를 전달하게 된

다. 이 충격파에 의해 음파 흐름의 유속이 증가

하게 된다. 또한, 메가소닉 세정에서는 같은 속도

조건에서 사용된 약액의 경계층 두께는 일반적으

로 유체가 갖는 경계층 두께보다 매우 작다. 식 

(1)은 초음파장에서의 경계층 두께를 나타낸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계층 두께가 작아지

며, 음파흐름 속도에 따라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v는 유체의 점성속도, ω ( ω π )는 주

파수를 나타낸다.

  δ ν
ω

                      (1)

 

즉, 메가소닉 세정시 웨이퍼 표면에서의     

경계층 두께가 작아져서 오염 입자들이 더 높은 

유속을 갖는 유체의 흐름에 노출된다. 따라서 유

체는 입자의 표면에 항력으로 작용하고, 굴림 모

멘트 (Removal moment)를 발생시킨다. 이와 반대

로 웨이퍼 표면과 입자 사이의 부착력 (Adhesion 
force)에 의해 부착 저항 모멘트 (Adhesion 
resisting moment)가 발생하며, 이때 굴림 모멘트

가 부착 저항 모멘트보다 크면 입자가 웨이퍼 표

면으로부터 제거된다.

2.2 패턴손상의 원인

 Busnaina, Gale, Bakhtari, Zhang 등은 메가소닉

을 이용하여 나노입자 세정 연구를 하였다(3-6). 메
가소닉 세정을 이용할 경우, 웨이퍼 표면에서 세

정액의 유동에 있어서 경계층 두께가 작아지고, 
캐비테이션에 의해 형성된 음파흐름유동이 오염

입자에 작용하여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제거한다. 
이때 캐비테이션이 오염입자뿐만 아니라 패턴에

까지 영향을 주어 패턴 손상이 Fig. 1과 같이 나

타나게 된다.

Fig. 1 Pattern damage in megasonic cleaning
 (linewidth : 50 nm)

3. 실험

3.1 실험과정

메가소닉 세정시 발생하는 패턴손상의 원인인 

캐비테이션을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음

파발광(Sonoluminescence) 데이터가 필요하다. 음

파발광은 초음파가 조사되는 액체 내에서 캐비테

이션에 의해 생성된 기포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

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붕괴되면서 빛을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파발광이 지속되는 시간은 수 

십 피코초(   sec)로 매우 짧다. 이 현상을 찍

기 위해 Fig. 2와 같이 고속의 CCD 카메라(Andor 
technology, 영국)를 준비하였고, 메가소닉 초음파

와 카메라의 거리는 250 mm, 음파발광에 사용된 

수용액은 물 300 ml와 루미놀 0.3 g 사용되었으

며, 노출시간은 60 sec로 설정하였다.

3.2 실험결과  

3.2.1 음파발광

본 연구에서는 20 KHz의 저주파와 600 Watt발
진기를 사용하여 6-600 Watt 범위의 공급전력을 

차등적으로 가하였으며, 동시에 음파발광의 세기

를 측정하였다. Fig. 3과 같이 (a) 120 Watt에서 

음파발광이 시작되었으며, (b) 600 Watt에서 가장 

강한 음파발광이 측정되었다.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sonoluminescence experiment (KIMM)

  

(a) 120 Watt (a) 600 Watt 
Fig. 3 Sonoluminescence experiment of 2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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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noluminescence from cavitation
(KIMM)

 

최종적으로는 1 MHz 메가소닉 고주파 원형 단

면 (60 mm)의 진동자를 이용하여 음파발광 실험

을 통해 진동 소자의 특정 위치에서 캐비테이션

이 강하게 발생하는지 Fig. 4와 같이 측정하였다. 
메가소닉 세정시 발생하는 케비테이션을 루미놀

을 이용하여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루미

놀은 약산성 및 중성에서 청색의 형광을 발하는 

물질이며, 이를 통해 케비테이션이 강한 특정 부

분에서 음파발광의 세기 또한 밝은 것을 확인하

였다. 
Fig. 5는 음파발광 실험에 사용된 1MHz 진동자

를 이용하여 음압분포장비로 측정한 결과이다. 
음압분포 또한 캐비테이션이 활성화된 특정영역

에서 음압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
캐비테이션이 활성화된 특정영역과 음파발광의 

세기가 밝은 특정영역에서의 위치로 세정시 패턴

손상이 발생하는 위치와의 상관성을 알아봄으로

써 캐비테이션과 패턴손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

고 음파발광과 음압분포의 측정 결과로 검증하고

자 한다.

Fig. 5 Sound pressure distribution (Durasonic)

4. 결 론

지금까지의 초음파 세정 기술로는 나노미터크

기의 오염 입자를 제거하기 어려웠으나 메가소닉

을 이용한 세정 시스템으로 세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메가소닉 세정시 발생되는 패턴 손상

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수율에 영향을 주므로 이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가소닉 세정시 발생되는 캐비

테이션의 형상을 음파발광으로 측정하였고, 캐비

테이션에 의한 음압분포 또한 측정해 본 결과, 
캐비테이션이 활성화된 특정영역에서는 음파발광

의 세기가 다른 영역에 비해 밝았으며, 음압분포 

또한 음압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향후, 음파발광과 음압분포와의 상관관계를 규

명하여 캐비테이션을 최적화하여 메가소닉 세정

에 사용되는 메가소닉 모듈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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