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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ically, single-wafer wet etching is done by dispensing chemical onto the front and back side of spin wafer. The wafer
is fixed by a number of chuck pins, which obstruct the chemical flow and would result in the incomplete removal of the
remaining film, which can become a source of contamination in the next proces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ovel design
of wafer chuck, in which chuck pins are groupped into two and each group of pins fixes the substrate alternatively. Two
groups of chuck pins fix the high-speed spin substrate with non contact method using a magnetic material. The actual process
has been executed to observe the effectiveness of this new wafer chuck. It was found that the new wafer chuck performed
better than the conventional wafer chuck for removing the remaining film from the bevel and edge side of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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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의 디자인룰의 미세화가 진행

됨에 따라 세정 및 에칭 공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

각되고 있다[1]. 특히 과거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

던 기판 가장자리 오염제거 문제가 최근 심각한 이슈

로 부각되면서 이 부분에서의 잔류막질 제거나 세정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1은

Cu 공정 후 기판 테두리의 Cu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판 테두리에 남아 있는 Cu seed를 제거 하

여야 다음 공정에서 Cu의 역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베벨세정을 하기 위하여 세정약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그

림 2와 같이 베벨노즐을 이용하여 기판 테두리를 세

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가지는 그림 3과 같이 기판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세정약액이 테두리 부분을 세

척하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매엽식 장치에서는 기판을 파지하기 위하여

진공 척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판을 물리적으로 파지하

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또한 Bernoulli's 정리의 방법을

이용한 파지 방법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2,3]. 진공 척

은 오염문제 때문에 세정 장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물리적으로 파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파지하는 방법은 원천적인 문제

가 있다. 척과 기판 사이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

이나 식각공정 후에 밀착 된 곳은 그림 4와 같이 세정

†E-mail : tkim@skku.edu Fig. 1. Bevel cleaning proces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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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식각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Cu와 같

은 금속이온의 세정공정에서는 작은 양의 금속이온으

로 기판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

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2-5].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2개의 자성체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척을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파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물리적인 파지 방법을 개선하

여 2개의 자성체를 이용하여 1초 간격으로 교대로 파

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하였고 구동 평가와 Si3N4

막의 식각을 통하여 안정성과 잔존하는 막의 유무를

확인 하였다.

2. 실험장치

기판을 파지하는데 있어서 2개조의 척을 교대로 구

동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2개의 자성체를 이용하

였다. 제1자성체와 제2자성체는 일정 간격을 두고 위

치하고 있으며, 실린더를 사용하여 상하로 구동하게 만

들어졌다. 제1자성체는 3개의 제3자성체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제2자성체는 다른 3개의 제3자성체를 구

동시킨다. 그림 6은 제3자성체의 구동에 따른 척의 구

동을 간단히 나타낸 모식도 이다. 척의 구동은 3개씩

쌍을 이루면서 Open/Close를 1초 간격으로 반복하도록

Fig. 2. Single wafer process system with bevel nozzle and
backside nozzle.

Fig. 3. Schematic diagram of Bernoulli's mechanism by
single wafer process system.

Fig. 4. Etching result of Si3N4 film surface using HF pro-
cessed in the fixed chuck mechanism.

Fig. 5. Schematic diagram of two magnetic substance.

Fig. 6. Schematic diagram of chuck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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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로 프로그래밍 하여 동작하였다. 그림 7은 실제 제

작된 교차 파지 장치이다. 6개의 지지 핀이 웨이퍼를

지지하고 있으며, 6개의 척이 기판을 파지하고 있다.

그림 2는 척의 Open/Close시의 모습이다. 척은 약86도

회전하며 구동한다.

3. 실험방법

실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먼저 교차

척킹 시스템을 구성하여 구동평가를 진행하였다. 척의

구동이 정확히 작동하는지를 확인 하였고 24시간, 48

시간 동안 작동하여 문제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때

척의 구동과 동시에 웨이퍼를 300, 500, 1000 그리고

1500RPM으로 회전 시키면서 실제 공정 진행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평가 하였다. 척의 구동은 자성체를

이용하여 3개씩 쌍을 이루면서 Open/Close를 1초 간격

으로 반복하도록 PLC로 프로그래밍 하여 동작하였다.

구동평가를 진행하고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매엽식

장비에 설치하여 약액을 사용하여 공정 평가를 진행하

였다. 공정평가는 DSP약액을 사용하여 오염 문제를

확인하였다. 공정 조건은 500RPM으로 기판을 회전시

키면서 교차 파지를 하였고 웨이퍼 상면에서 30초 동

안 상온의 DSP를 분사하고 500RPM으로 DIW를 분사

하며 린스공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1650RPM으로

회전 시키면서 N2가스를 분사하며 건조를 하였다. 공

정을 진행한 기판은 오염이 있는지 KLA-Tencor SP1

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식각 공정에서 교차척의 영향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Si3N4막을 HF 49%로 식각 하였

다. 공정 조건은 500RPM으로 기판을 회전시키면서 교

차척킹을 하였고 기판 상면에서 60초 동안 상온의 HF

를 분사하고 500RPM으로 DIW를 분사하며 린스공정

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1650RPM으로 회전 시키면서

N2가스를 분사하며 건조를 하였다. 공정을 진행한 기

판은 테두리에 척 킹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식각이 잘

되는지를 Olympus LEXT로 확인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구동평가는 300, 500 그리고 1000RPM에서 각각 24

시간 동안 회전 시키면서 교차척킹을 하였다. PLC 프

로그램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24시간 동안 척 한 쌍(3

개)이 43,518회 구동을 하였다. 상태를 확인한 후

1500RPM에서 48시간 동안 회전시키면서 교차척킹을

하였다. 1500RPM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

였다. 총 평가 기간은 5일(3635분) 이었고 평가 기간

동안 척 한 쌍(3개)이 반복 구동한 횟수는 217,594번

이었다.

그림 9는 교차척킹을 하고 300 mm 웨이퍼로 DSP

공정을 진행한 결과이다. 공정 전 90 nm~1 um의 파티

클의 수는 109개 이었고, 공정 후 111개 이었다. 그러

나 1um이상의 파티클이 61개 증가 하였다. 1um이상의

파티클이 증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DSP 공정

후 표면의 상태가 바뀌어 건조 공정에서 증가된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림 10은 척을 고정시키고 Si3N4막이 약 2000Å

올라간 300 mm 웨이퍼를 식각 한 결과이다. 공정 조

건은 500RPM으로 기판을 회전시키면서 기판 상면에

서 60초 동안 상온의 HF를 분사하고 500RPM으로

DIW를 분사하며 린스공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1650RPM으로 회전 시키면서 N2가스를 분사하며 건

조를 하였다. 공정 진행 후 기판의 측면과 이면을

Olympus LEXT로 관찰하였다. 기판의 측면과 척이 닿

는 부분은 Si3N4막의 두께가 다른 부분과 상의한 것을

확인하였고, 기판의 이면에서도 척이 있는 부분의 테두

리 부분은 막이 식각이 안되었다. 기판 테두리의 식각

된 곳은 베벨영역이며 이 영역은 식각 및 세정이 되어

Fig. 8. A status of the open/close position.

Fig. 7. Alternating chuck mechanism using a magnetic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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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상면의 HF가 내

려 가도록 한 것이다. 그림 11은 교차척킹을 적용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교차

척킹을 한 결과 기판의 측면의 막도 균일하게 식각 되

었고 기판 이면의 베벨영역도 식각이 잘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회전하는 스핀헤드에서 기판을 파지

하고 있는 척을 2개의 자성체를 사용하여 1초 간격으

로 각각 3개씩 2개조로 구성하여 교대로 구동하는 방

법을 개발하였다. 자성체를 이용하여 척 킹을 하는 방

법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단지 척을 Open 또

는 Close하는 역할만 하였다. 또한 구동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차척킹 장치는 기존의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졌다. 개발된 교차척킹 장치는

217,594번의 반복 평가만 하였지만 향후 양산을 위한

구동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는 Si3N4막을 HF로 식각 하여 척과 웨이퍼가 닿는 위

Fig. 9. Result of the DSP process using the alternating
chuck mechanism(500 rpm, 30 sec).

Fig. 10. Etching result of Si3N4 film surface using HF processed
in the fixed chuck mechanism (500 rpm, 60 sec).

Fig. 11. Etching result of Si3N4 film surface using HF
processed in the alternating chuck mechanism
(500 rpm, 6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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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막이 식각이 안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차척킹 방법은 특히 금속이온의 세정시에 중요하

다. 금속이온 중에서도 배선공정에서 사용되는 Cu는

확산이 잘되고 확산 되었을 경우 소자에 치명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Cu 공정 후에 기판이면과 테두리

영역의 Cu를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현재 금속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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