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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cleaning technologies of mask in extremely ultraviolet semiconductor processes were reviewed, focused on 

newly developed issues such as particle size determination or hydrocarbon and tin contaminations. In detail, critical 

particle size was defined and proposed for mask cleaning where nanosized particles and its various shapes would 

result in surface atomic ratio increase vigorously. A new cleaning model also was proposed with amphoteric behavior 

of electrolytically ionized water which had already shown excellent particle removing efficiency. Having its non-

equilibrium and amphoteric properties, electrolyzed ion water seemed to oxidize contaminant surface selectively in 

nano-scale and then to lift up oxidized ones from mask surface very effectively. This assumption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in future in junction with hydrogen bonding and cluster of water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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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제조공정의 특

징은 10 nm 수준의 나노패턴의 가공기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극자외선 Sn 광원 확보, 그리고 양산을 가능케 하는 

MoSi 초격자 반사마스크 채택 등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특히 MoSi 초격자 반사마스크를 이용하여 Sn 광원으

로부터 발생하는 극자외선으로부터 회절에 의해 13.6 nm 

단파장을 선택하고 광반사를 시킨 뒤, 위상간섭에 의한 

나노패턴을 구현하는 과정은 극자외선 반도체 가공의 핵

심기술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극자외선 반사마스크 

기술의 채용은 제작공정에서부터 사용과정을 거치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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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발전시켜 온 기술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매우 극

한적이며 새로운 문제들을 노출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마스크 제작 및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세정

의 기술적 과제들은, 독특한 재료들의 도입과 나노가공으

로 인하여 화학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나노입자 오염, 

광원인 Sn 금속오염, 사용 중 증착되는 탄화수소 유기물

오염 등의 발생이 대표적이며, 건식세정 혹은 습식세정의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려한 세

정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게 되었다. 또한 파장 13.6 nm의 

극자외선을 채용하는 노광공정의 특성상, 새로운 재료들

을 이용한 MoSi 초격자 반사마스크 제작공정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세정기술과, 제작된 마스크를 노광공정에 사용

하는 중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세정기술의 2가지 관점으

로 구분하여 세정기술의 이해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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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노광공정에 흡수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투과성

이 매우 낮은 13.6 nm 파장의 극자외선을 이용하기 위하

여 반사형 마스크를 채택하는 새로운 광학적 기법을 도

입함으로써, 현재까지 발전해 온 반도체 세정기술과는 다

른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요구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광원 Sn의 증발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

용 중인 마스크 표면에 유도되는 Sn 금속오염 및 노광장

비 진공 내에 떠돌다 증착되는 탄화수소에 의한 유기물

오염이라는 새로이 발생하는 변수를 세정에 추가하여 정

교하게 고려하여야 하게 되었다. 여기서 탄화수소 유기물

오염은 주로 장비 내부에 흡착된 탄화수소 유기물과 가

스분자들의 탈기(Outgassing)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진공의 노광장비 내벽 표면에 흡착되거나 떠돌다가, 

극자외선 산란에너지에 의하여 노광공정 장비 내부 표면

뿐만 아니라 마스크 표면으로 전송되어 박막 형태의 직

접(Direct) 증착 혹은 세정 관점에서 더욱 심각한 균일피복

(Conformal) 형태로 증착된 결과물이다. 반사형 마스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탄화수소 오염은 Sn 오염과 더불어 

마스크 표면에서 요구되는 광학특성인 극자외선의 반사

율을 급격히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스크의 빈번

한 세정을 요구하고 수명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

다[1]. 그러므로 극자외선 노광공정에서 Sn 및 탄화수소 

박막의 오염은 기존의 세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나노입자 

크기, 미세거칠기, 원치 않는 식각반응 및 래디칼 흡착 등

의 문제 이외에 매우 어렵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

를 추가하게 되었다[2-4]. 따라서 극한적 세정 환경에서 

운영되는 극자외선 마스크 가공 및 사용에 필요한 최적

화된 세정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최근 건식과 습식 세

정의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극자외선을 이용하는 반사마스크의 세정공정

과 연관된 핵심기술들을 검토하고 최근 세정기술의 현황

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마스크 세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극자외선 반도체 세정공정 전반으로까지 확대할 가

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관련기술 해석 

극자외선 마스크의 입자세정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관점은 입자의 크기와 형태라 할 수 있다. 우

선 입자 크기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세가지 관점의 

입자 크기를 가정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극자외선의 회절 

반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스크 기판 표면에 비교적 큰 

종횡비(Aspect ratio)를 갖는 약 150 nm 높이의 나노패턴 배

열(Array)을 제작하기 때문에, Fig. 1(a)에 원으로 표시된 바

와 같이 그늘이 발생하고 여기에 잔류하는 노광되거나 

혹은 노광되지 않은 유기물오염으로 인한 입자들을 고려

하여 크기를 정의할 수 있다. Sn 광원으로부터 발생하는 

13.6 nm 파장을 포함한 흰색광의 극자외선이 84o의 각으로 

MoSi 초격자 층에 입사하여 일차 회절이 되면서 13.6 nm 

파장의 단색광으로 정제되어 반사된 뒤, 마스크 표면의 

나노패턴 배열을 6o로 통과하면서 이차 회절이 되어 강도

가 더욱 증강되어 6o를 유지하며 반사된 뒤, 마지막으로 

위상간섭 현상을 통하여 반도체 기판 위에 위상패턴을 

구현하게 된다. 즉, MoSi 초격자 층의 두께가 d=6.8 

nm(dMo=2.7 nm 및 dSi=4.1 nm)가 되도록 반복 증착하면, 

λ=2dsinθ를 만족하며 일차 회절을 하며 λ≒2d =13.6 nm가 되

도록 하기 위하여 sinθ≒1 이 되어야 하므로, 입사각이며 

회절각인 θ가 최소 θ≥84o 되어야 한다. 이때 Sn 광원으로

부터 발생한 백색의 극자외선은 MoSi 초격자 박막층을 

통하여 반사각 84o 로 회절되면서 13.6 nm 파장의 단색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붉은 원으로 표시된 바

와 같이 극자외선이 닿지 않는 그늘과 반사되어 진행할 

때 방해를 받는 곳 등 2곳의 공간이 발생하게 되며, 나노

패턴의 높이가 150 nm 가 되므로 tan 6o
≒0.1에 의하여 한쪽

에 15 nm로 총 30 nm의 공간 두 곳이 계산된다. 따라서 이 

각각의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15 nm 크기의 잔류 유기감

광제 입자와 더불어 노광 여부를 세정 관점에서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단색화된 13.6 nm의 극자외

선이 간격 P(a+b)의 마스크 나노패턴 배열을 통하여 Fig. 

1(b)와 같이 α=6o의 반사 방향을 유지하고 동시에 강도가 

증강되는 이차 회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sinα = sin 6o
≒0.1

이므로 회절 차수 n=1인 경우 nλ=2dsinα에 의해 나노패턴 

피치 간격은 d=p=68 nm 가 된다. 따라서 노광장비의 개구

수(Numerical aperture, NA)를 NA=1이라 하고 1차수(n=1) 회절

간섭 조건이라면,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는 위상패턴 

피치 간격(f)은 f=p/2에 기준하여 f=34 nm 가 되고, 최소입

자 크기를 일반적으로 정의되는대로 위상패턴의 반으로 

가정하면 f/2가 되어 최소입자 크기는 17 nm가 된다[5]. 셋

째, 최종 단계인 간섭을 통하여 위상패턴을 반도체 기판 

위에 구현하게 되는데, 이 때 극자외선 반도체 소자의 최

종 위상패턴 피치(f)는 개구수 및 간섭 현상을 종합하여 

구현하게 된다. 즉, 위상간섭에 의한 f는 f=nλ/(2sinα) 이므

로 파장 λ는 일정하지만 회절 차수 n과 NA 값에 따라 간

섭 각도(α)를 임의로 변화시켜 위상패턴 크기 f를 결정하

게 되므로, 위상간섭에 의한 극자외선 노광공정에서는 최

소입자 크기를 관행적인 λ/2=6.8 nm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관점 중에서 극자외선 

마스크 세정에서 정의하여야 할 최소입자 크기를 1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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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는 것이 입자 세정의 정량화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NA 및 종횡비 변화에 따른 

최소입자 크기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나노패턴 

배열의 높이(h)는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습식세정의 경우 표면의 대표적 특

성인 젖음성(Wettability)이 또다른 중요한 요소이며, 나노입

자 크기에서는 입자의 표면 원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물리화학적 반응들의 상대적인 우선성이 바뀌어 세정기

구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a)                         (b) 
 

Fig. 1. Two diffractions by MoSi reflection layers and mask 

pattern arrays. 

(a) Diffraction of θ=84o by MoSi layers 

(b) Diffraction of α=6o by mask pattern array 

 

극자외선 마스크 표면에 오염될 수 있는 물질들은 감

광제 중심의 유기물, Mo, Si, Sn, 스텐레스 장비 재료, 현상

용TMAH(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등으로 매우 다양

하고 특이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세정환경에 노출되게 된

다. 특히 다양한 유기물들에 의한 나노 크기의 오염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구형의 입자오염에 의한 

DLR(Double layer repulsion) 세정 개념으로부터 선형오염에 

의한 새로운 세정 개념으로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극자외선 노광공정에서 유기물 오염과 관련하여 극

자외선 공정의 중요한 특징은 감광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화학양면성 (Amphoteric, Zwitterionic, Amphiprotic)을 갖는 유

기용제 및 재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6,7]. 대표적인 양

면성을 보이는 글리신(Glycine) 형태의 분자구조를 갖는 

유기물들은 일반적으로 주변의 화학적 세정 환경에 따라 

수소원자가 질소원자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비율을 

변화하며 극성을 갖게 된다. 즉 산성 환경에서는 주위의 

H+ 이온을 받아 NH3
+의 이온결합 상태로 변하거나, 염기

성 환경에서 OH- 이온과 중화 반응하여 COO-를 형성하는 

상태로 존재하고 중성 환경에서는 자체적 반응으로 중성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8]. 이와 같은 화학상태의 변화현상

은 극자외선 감광제의 노광 반응과정을 통하여 이차전자 

발생(Electron generation), 산생성(Acid generation), 양이온방출

(Anion release) 및 산방출(Acid release)의 4단계의 화학 반응

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이미 KrF 및 ArF 노광공

정을 통하여 화학증강감광제(Chemically amplified resist, CAR)

의 사용으로, 산성의 환경을 조성하고 TMAH를 도입하여 

알칼리 환경에서 현상(Developing)하는 것을 경험한 화학

증강감광제들의 화학양면성 특성을 그대로 연장하여 이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11]. 

이들 유기용제 오염에 의한 나노입자들은 구형, 판형, 

일차원형 및 코일형 등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됨

에 따라 입자의 표면원자수/내부원자수 비율이 1E-7 에서 

10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이는 나노세정에 고려

하여야 할 새롭게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또한 유기입자

들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입자의 화학양면성 변화를 

나타내는 기준점인 등전위점(Isoelectric point)이 페하7 근처

에 접근하게 되고, 화학약품의 사용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극자외선 나노입자 세정에서는 세정용액의 페하가 7에 

접근하기 때문에, 극자외선 마스크세정과 나노입자의 등

전위점 변화와의 연관성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12]. 따

라서 표면 거칠기 및 표면 잔류 래디칼 등의 표면 조절뿐

만 아니라 입자 형태, 크기 및 재료 종류를 모두 고려한 

다양하고 동시다발적인 세정처리가 진행되어야 하고, 동

시에 기판이나 나노패턴 배열의 손상 및 식각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 종합적으로 극한적이며 화학적 한계 상황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콜로이드 기반으로 한 

DLR 세정 반응으로부터, 입자의 종류, 크기, 형태 및 입자 

엉김(Agglomeration) 등을 고려한 극자외선 마스크 세정을 

이해하는데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13-15]. 

극자외선의 세정공정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 중의 하나

는 Sn(주석) 오염이라 하겠다. 극자외선 광원으로 사용되

는 Sn은 주양자수 n=5 궤도에 4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고 

있고 n=4 궤도에 10개의 4d10 궤도 전자를 갖고 있어 총 14

개의 전자들이 리간드(Ligand) 환경을 조성하거나 원자가

를 +5까지 가능하게 하는 매우 복잡한 화학적 특성을 보

여주고 있는 IV족 금속이다. Sn 광원으로부터 발생한 극자

외선이 마스크 표면에 직접 도달하지 않도록 노광장비의 

광학 경로를 설계에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량의 

증발된 Sn 원자들이 일종의 원격증착(Remote deposition) 형

태로 마스크 표면에 도달하여 증착하게 된다. 따라서 현

재의 노광공정 및 장비 설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는 Sn의 오염 및 세정은 심각히 다루어야 할 필수불가결

한 이슈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n의 Pourbaix 상태도로 

알려진 바와 같이 수용액 속에서 Sn는 아래의 식 (1)의 두

가지 산화 반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수용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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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n 산화물들의 안정성을 포함한 Sn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16]. 이 상태도로부터 평형상태에서는 페하 7의 

수용액 내에서 SnO2의 생성이 선호되고, 화학양면성 특성

을 갖고 있는 SnO의 생성은 가능치 않거나 특별히 비평

형적으로 활성화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리라 예상할 수 있

다. 즉, 페하7 근처에서 일반적으로 Sn이 SnO2 형태로 산

화되는 속도론적 관점이나 생성된 SnO2가 화학양면성이 

없다는 관점은 세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이고, 반

면에 수용액을 비평형적으로 활성화시켜 산화환원전위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ORP)를 -500 mV 이하로 낮출 수 

있게 할 경우에는 화학양면성을 갖는 Sn의 형성이 이루

어지고 긍정적인 세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다. SnO는 화학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화학약품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극자외선 세정에서 의미 있는 세정결과

를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SnO의 생성은 선호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nO의 생성을 위하여서는, 페하7 

근처에서 산화환원전위가 -500 mV 이하의 환경이 조성되

며 수소의 과포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비평형적이며 활

성화되어 있는 매우 좁은 화학적 특성 범위를 갖는 초순

수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특히 ZnO, Al2O3 및 

반도체 제조공정에 출현될 수 있는 Ga, In, Sc, Ti, Zr, V, Cr, Fe, 

Co, Cu, Ag, Au, Ge, Sb, Bi 등의 천이금속들의 산화물들과 더

불어, SnO와 많은 금속산화물들의 화학양면성은 극자외

선 마스크 세정뿐 만 아니라 향후 반도체 세정에서도 새

로이 고려해야 할 중심 관점이라 하겠다[6]. 

 

H + + OH- + Sn = SnO + H2  혹은  (1a) 

 

H + + 2OH- + Sn = SnO2 + 3/2H2 (1b) 

 

SnO의 화학양면성은 식 (2)와 같이 일반화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산성 및 염기성의 용액의 강도 및 종류에 따

라 다양한 반응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즉, SnO는 산성 

및 염기성의 화학적 환경에 따라 상호 대응적인 반응성

을 보이고 있어, SnO의 형성은 습식세정의 관점에서 긍정

적 세정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식 (2)의 반응

으로 금속의 이온화를 통하여 Sn을 제거할 수 있으나 극

자외선 마스크세정 환경에는 적합치 않으며, 또한 평형 

상태의 초순수 환경에서는 H+와 OH- 농도가 낮아 세정에 

필요한 SnO 형성을 유도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자외선 마스크 세정에서는 금속오

염의 세정을 위하여 세정 환경의 화학양면성이라는 새로

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양면성은 산성용액

에서 전자를 상실하거나 양성자를 받거나 하여 산화되거

나, 알칼리성 용액에서 전자를 받거나 양성자를 내보내어 

환원되는 성질을 보여주는 물질의 성질로 표현할 수 있

다. 물론 초순수는 미약하지만 화학양면성을 갖고 있으나,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초순수 내에서 Sn은 SnO2 상태로 

안정하여 SnO의 생성에 의한 화학양면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즉, 페하7의 초순수 상태는 매우 적은 양의 H+

와 OH- 이온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초순수 내에서 오염된 Sn이 산화를 

통하여 세정되는 반응이 진행할 수 있기에는 반응속도가 

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양면성 SnO의 

형성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비평형적인 화학적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성 혹은 염기성 화

학약품을 정교하게 첨가하여 SnO 형성 등과 같은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으나, 나노 구조물들의 변형 혹은 과도한 

식각을 초래하거나 표면에 원치 않는 이온들을 잔류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세정에 응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

겠다. 따라서 식 (1a)의 H+와 OH- 가 동시에 비평형 상태로 

존재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특별한 초순수 환경을 조성한

다면, 오염된 Sn으로부터 나노 크기의 SnO가 생성되고, 

생성된 SnO 자체의 화학양면성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부

피변화, 비중변화, 젖음성 등의 표면상태 변화 등과 함께 

오염된 상태로부터 세정 가능 상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

게 될 것이다. 

 

SnO + 2HCl = SnCl2 + H2O (산성용액 내) (2) 

 

SnO + 4NaOH + H2O = Na4[Sn(OH)6] (염기성용액 내) 

 

극자외선 노광 공정의 또 다른 새로운 오염은 고진공 

내에서 탄화수소에 의한 유기물 박막의 생성이라 하겠다. 

유기용제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유기물 및 무기물 형태의 

가스 분자 혹은 그들의 덩어리들은 진공의 노광장비 내

부에 흡착되었다가 노광공정 도중에 탈기되게 된다. 탈기

된 탄화수소 유기물들은 극자외선이 집광되어 조사되는 

마스크 표면으로 전송되어 직접 증착될 뿐 만 아니라 균

일피복 증착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도중 반사형 마스크의 표면에 계속 축적되는 탄화수소 

유기물 오염은 Sn 오염과 더불어 극자외선의 반사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스크의 빈번한 세정이 필

요하게 되고 수명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 탄

화수소 유기물 오염의 세정을 위하여 플라즈마를 이용하

면서도 불필요한 식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소이

온이 아닌 수소원자를 이용하는 건식세정법이 제안된 바 

있으며, 수 nm/hr의 세정 속도로 비교적 느리지만 마스크

뿐만 아니라 노광장비 내부를 동시에 세정할 수 있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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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반사율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이 건식세정은 기존

의 플라즈마 세정에 비하여 과식각 정도가 적은 편이나, 

마스크 표면의 불필요한 식각의 가능성과 더불어 반사율

의 뚜렷한 개선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17,18]. 또한 준 

안정상태의 헬륨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 세정과 같은 새

로운 기법도 제안되어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19]. 그러나 

유기물이 수화물 및 탄화물 형태로 변환되어 증착될 가

능성을 제시하여 오염된 탄화수소의 세정의 어려움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20]. 건식 세정법을 이용한 이제까지의 

유기물 오염 세정은 유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질소, 

및 수소 원자들을 분해 혹은 산화시켜 제거하는 것이 중

심 반응기구 이므로, 다양한 재료가 동시에 노출되며 종

횡비가 높은 나노패턴의 세정 환경에서 탄화수소 유기물

만을 세정해야 하는 목표에 한계를 보이고, 제거 속도 및 

반사율 개선 등에서 생산성의 개선을 위하여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도체 공정의 세정기술까지 확장할 가

능성에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2.2. 결과 및 고찰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위상간섭에 의한 패턴피치를 

구현하고, 오염의 종류를 유기물, 무기물 및 금속 등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희석될 수 있는 극자외선 마

스크 세정을 위하여서는 새로운 세정의 반응기구가 도입

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입자 형태, 

크기 및 재료의 전기화학적 성질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세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DLR 반응에 의한 

RCA 세정 기법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와 더불어 화학양

면성의 이용 등과 같은 새로운 습식세정 개념의 도입이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극자외선 마스크 세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화학양면성을 갖는 세정 매개체를 이용하여 

RCA 세정의 두단계가 아닌 단일단계 공정만으로 세정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

다. 대표적 습식세정 매체인 일반 초순수는 화학약품이 

포함되지 않아 화학양면성을 갖고 있으나 미약하여 세정

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지만, 전기분해를 통하여 이 성능

을 비평형적으로 확대 강화한 전해이온수와 같은 세정매

체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즉, 

전해이온수는 마스크 표면에 오염된 입자, 탄화수소 유기

물 혹은 Sn 등의 다양한 오염들을 동시에 그리고 단일단

계로 세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화학양면성을 갖고 있어, 

RCA 세정의 주요 개념인 오염 종류에 따른 두단계의 세

정을 거치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부

담과 더불어 급격한 산성과 염기성 화학약품의 전환에 따

라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잔류 이온 및 나노패턴에 가해지

는 각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환원전극(Cathode)과 산화전극(Anode) 중간에 수소이온 

투과성 반투막을 두고 초순수를 전기분해하여, 환원전극

에서 발생한 OH- 이온을 환원전극 근처에 고립시키고 산

화전극에서 발생한 H+ 이온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H+ 

와 OH- 이온이 과포화 되어 있는 상태의 전해이온수를 

환원전극에서 제조하게 된다. 전해이온수는 청정실 내의 

표준상태에서 6개월 정도까지 화학양면성이 유지되는 비

평형적이며 활성화 상태의 초순수로 이해되고 있다. 전해

이온수는 페하 6~7과 산화환원전위 -500 ~ -550mV 범위 성

질을 갖고 있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며 활성화된 산화환

원 양면성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물분자들의 수소결합

에 의해 진행되는 초순수 클러스터(Cluster) 형성/이완 진

동반응과 H+와 OH- 이온이 H2O으로 재결합되는 반응이 

상호 연계된 과정에서 H+와 OH- 이온들이 상호 고립화되

어 이온화를 유지한 결과라고 추론하고 있다[2]. 전해이온

수의 비평형적 화학양면성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화학양면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오염물과 마스크 표면의 

물리화학적 관계와 더불어, 극자외선 나노세정에서 요구

되는 예민한 산화 반응성을 발현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Fig. 2(a)의 붉은 원으로 표시한 것은 일반 초순  

 

 
(a) 

 
 (b) 

Fig. 2. Activation of electrically ionized water with respect 

to pure water. 

(a) Ionization constants of pure water [21] 

(b) Pourbaix diagram of pure wate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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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비교하여 전해이온수의 이온화 평형상수와 페하/산

화환원전위를 나타낸 것으로, (b)에서와 같이 초순수로부

터 점선 영역으로 비평형적으로 확장되어 활성화된 특성

을 보여주고 있어, Fig. 3의 SnO 생성 가능성과 더불어 세

정매체로 극자외선 나노세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1,22].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극자외선 마스크의 나노세정 

매체로써 단순히 수소가스를 초순수에 용해한 일반수소

수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이미 기술적 한계를 경험한 바 

있으며, 또한 미량의 화학약품을 혼합한 초순수를 사용하

는 것은 더욱이 절제되어야 한다. Fig. 3은 초순수 내에서 

수소가스의 용해와 알칼리 용액의 사용에 따른 페하와 

산화환원전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수소가스 용해의 

경우, 2mg/L 정도까지 과포화 용해하였음에도 산화환원전

위 변화가 거의 없어 나노세정을 위한 활성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염기성 약품을 첨가하여 페하10 정도까지 

변화시켰을 때 비로서 산화환원전위가 -592 mV 됨을 보여

주고 있다[23]. 이와 비교하여,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전해이온수는 페하 및 산화환원전위를 각각 6~7과 -

550 mV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으

면서도 비평형적으로 확장된 화학양면성을 갖게 하여 나

노세정에 필요한 활성도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s of electrolyzed ion 

water [23]. 

 

Fig. 4는 친수성 및 소수성 기판 표면에서 전해이온수의 

접촉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연산화막이 있는 

실리콘 웨이퍼 및 유리 기판 등의 친수성 표면에서 전해

이온수의 접촉각은 초순수의 그것보다 약간 높으며 비교

적 일정한 반면에, 불산으로 자연산화막을 제거한 실리콘 

웨이퍼의 소수성 표면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변화를 보이

고 있다. 수소결합이 초순수 클러스터 형성과 H+와 OH- 

이온 농도의 과포화라는 현상에 상호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할 때, 전해이온수의 작은 접촉각 변화가 비록 거시

적 데이터이기는 하나 극자외선 마스크 세정에서 젖음성 

변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세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종횡비가 큰 나노패턴에

서의 젖음성은 습식세정의 주요 고려 변수이므로 전해이

온수에 의한 미세한 접촉각 변화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24,25]. 이미 수소결합에 의하여 초순수의 나노 클

러스터 형성/이완이 반복되는 진동에 따라 클러스터 내에

서 OH- 이온의 고립화, 안정화 및 반응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비평형적으로 활성화된 초순수의 존재를 이해

하고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초순수를 분사하여 나노 물

방울을 만들어 그 안에 OH- 이온을 고립시키는 응용 연

구가 보고되고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극자외선 

세정과 관련하여 이 분사법은 높은 전압에 의한 분사형 

나노 물방울을 제조함에 따라, 마스크 나노패턴 표면의 

손상 등의 비적합성을 예상할 수 있다[26,27]. 따라서 전기

분해를 통하여 정교하게 제조되고 안정화된 전해이온수

를 이용한 극자외선 마스크 및 반도체의 습식 세정은 가

장 가능한 대안이라 하겠다. 

 

 
Fig. 4. Contact angle changes of electrolyzed ion water on 

conditions of substrate surfaces. 

 

이같이 화학양면성 특성을 갖고 있는 전해이온수를 이

용한 극자외선 마스크 세정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MoSi 표면에서의 매우 우수한 세정력을 갖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우선 입자제거율(Particle removal efficiency, PRE)에

서 매우 탁월한 결과를 얻어 상업적 마스크 세정공정에 

적용 중에 있으며, Table 1과 같이 3MHz의 초음파(Mega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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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적용 시에도 입자제거율 향상에 적합함을 보였

다[2]. 이 결과는 기존의 DLR 현상 만으로 설명하기에 부

족함이 있으며, 전해이온수에 내재되어 있는 나노 수준의 

클러스터 혹은 분자들의 운동역학론(Molecular dynamics) 등

과 연계되어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28]. 즉, 입자오

염이 분자 혹은 나노 크기로 작아지고, 형태도 원형으로

부터 선형까지 다양하며, 오염의 재료적 특성이 화학양면

성을 갖는 새로운 물리화학적 환경에서 전해이온수의 세

정 기능이 분자적으로 최적화되어 대응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혹은, 수소결합에 의한 클러스터 크기 변화에 따

라 오염된 나노입자들의 제타포텐샬(Zeta potential)이 변화

하여, H+ 및 OH- 이온들을 과포화한 전해이온수의 화학양

면성 특성이 단순히 DLR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상

의 세정 반응으로 확장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29]. 그

리고 세정 후 대기 중에 상당한 시간동안 노출하였을 때, 

RCA 세정과 비교하여 기판의 미세거칠기 변화가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고 표면에 잔류하는 이온 농도도 괄

목할 만큼 낮은 것이 확인되어, 전해이온수에 함유된 H+ 

및 OH- 이온들에 의한 기판 표면과의 화학양면성 연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Compatibility of electrolyzed ion water to 

ultrasonic adoption cleaning [2] 

 

 

이상과 같은 전해이온수의 특성을 배경으로, 마스크 금

속오염인 Sn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해이온수의 화학양면

성을 이용한 세정 반응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마스크 표면의 Sn 오염 수준이 충분히 낮고 오염의 

형태가 거의 원자 혹은 몇 개 원자들의 클러스터 크기라 

가정하였다. 앞의 식 (1a)와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해

이온수의 화학양면성의 페하/산화환원전위 환경에서 나

노 크기로 오염된 Sn은 SnO2 보다는 SnO로 산화되어 스

스로 화학양면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Sn의 Pourbaix 상태도와 전해이온수의 페하/산화환원전위

의 범위를 고려하여 볼 때, 열역학적으로나 반응속도론적

으로 식 (1b)에 따라 OH- 이온을 더 필요로 하는 SnO2의 

생성 보다는 SnO의 생성 반응이 우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페하7 근처의 일반 초순수는 오염된 Sn을 SnO로 산화시

킬 수 있는 매우 좁은 영역의 산화환원전 조건을 제공하

지 못하며 또한 초순수에 용해될 수 있는 Sn+2와 같은 형

태로 이온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전해이온수 내의 과포

화된 OH- 이온은 필요한 산화환원전위 조건을 제공하여 

오염된 나노 수준의 Sn 입자들의 표면을 선택적이며 지

협적으로 산화시켜(Selective oxidation, SO) SnO를 형성시키고, 

생성되는 SnO는 부피변화 및 전기화학적 특성변화가 동

시에 이루어지며 H+ 이온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판으

로부터 분리(Lift-up scums, LUS)되는 과정의 세정(SOLUS)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산화된 화학양면성의 SnO는 입자 상

태 혹은 식 (2)와 유사한 식 (3)의 후속 반응에 의해 화학

양면성을 갖고 있는 전해이온수 클러스터(n=물분자수)와 

반응하여 나노입자 혹은 수화물 상태로 기판으로부터 제

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해이온수의 OH- 이온 농

도로 인하여 식 (1a)와 같이 SnO 상태로 기판으로부터 분

리 제거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식 (3)의 반응도 진행되리

라 예상할 수 있다. 

 

H + + OH- + Sn = SnO + H2  (1a) 

 

SnO + [H+-nH2O] = SnOH + nH2O   (3)  

 

SnO + 5H2O = H4[Sn(OH)6] 

 

최근까지 건식 및 습식 세정의 경우 유기물 오염의 제

거는 유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질소, 및 수소 원자들

을 산화시켜 제거하는 반응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

로운 세정 대상인 탄화수소 유기물오염의 세정 시 추가

로 고려하여야 할 관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스

크에 잔류하는 노광되거나 노광되지 않은 감광제와 더불

어 연관된 모든 유기용제들이 갖고 있는 화학양면성의 

특성을 동시에 이용한 세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따라서 전해이온수에 의한 화학양면

성 반응 개념은 탄화수소 유기물 오염의 세정에서도 유

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탄화수소 오염의 산화과정에서 

수소가스의 생성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세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30-32]. 종합적으로, 극자외선 마스크의 세정

의 주요 방향은 전해이온수 세정과 같은 화학양면성을 

갖는 습식세정이 필수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오염을 동시다발적으로 세정처리 해야 하고 높은 

종횡비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입자/금속 오염 세정을 위한 2단계의 알칼리성 입자/산성 

금속제거의 RCA 개념을 나노 오염들을 구별없이 세정하

는 1단계 개념으로 단순화시켜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으

며, 물분자들의 수소결합 및 클러스터 형성이라는 기초과

학적 이해를 통하여 더욱 세정에 대한 이해도와 발전이 

Intentional Contamination 

Total Energy (Watt·hr) 

Test1 (0.33) Test2 (0.83) Test3 (2.00) 

Inorganic + Organic 

Particles 

70 - 83% 80 - 96% 93 - 100% 

Metal Particles 80 - 85% 80 - 95% 8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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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해이온수를 이용하여 확보

한 극자외선 마스크 세정 결과를 극자외선 반도체 세정으

로 확대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3. 결  론 

극자외선 마스크의 나노패턴 세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

술적 배경, 오염들의 종류 및 화학적 특성 및 입자 크기

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하였다. 즉,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공통적이며 동시에 제거하고 필요한 세정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극자외선 마스크 세정을 건식보다 습식 세정에 

비중을 두어 해석하였으며, 오염들의 공통적인 화학양면

성 개념을 이용한 RCA 세정을 확장하는 새로운 습식세

정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전해이온수는 MoSi 표면에서 우수한 입자제거율을 보

여주고 있으며 세정 후 표면 변화가 적어 극자외선 마스

크 세정의 새로운 대안임을 확인하고, 화학양면성 특성을 

갖고 있는 세정 매체로, 나노입자 오염 표면을 선택적이

며 지협적으로 나노 규모의 산화 반응을 진행시키고 동

시에 분리현상을 병행시켜(SOLUS) 오염을 제거하는 것으

로 추론하였다. 또한 새 제안은 전해이온수를 이용하여 

탄화수소 및 Sn 등 나노 크기의 다양한 오염의 세정에 적

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특히 SnO 산화물 생성의 과정을 

통한 Sn 오염의 세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새 제안은 

전해이온수를 구성하고 있는 물분자들의 수소결합 및 클

러스터 형성 과정과 연계되어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이

를 위하여 수소결합과 연관된 물리화학적 기초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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