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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정 보

기존 습식 및 건식 식각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복잡한 구조의 첨단 마이크로 칩

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종횡비는 기존의 식각 방식으

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

다. 이러한 한계에는 선택비의 부족, 작은 공간으로 침

습 부적정성, 높은 종횡비 구조의 붕괴 등을 포함한다.

초고선택비는 진일보한 식각 기술에서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박막의 다른 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도의 집약도와 안정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특정 타깃 

물질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식각 공정의 경우 모서리가 깎이거나 손상이 되는 

점을 비롯해 불필요한 잔여물이 남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참고)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무어의 법칙이 요구하는
새로운 식각 공정 기술

(그림 1)

What is Extreme Selectivity?

 Multiple Material Layers
Are Formed in a Structure

No Damage or
Residues Remaining

Extreme Selectivity Enables
Removal of Only One Material

Selectra Removes Target Material without Damage to Others
Critical for Patterning and 3D Archit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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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의 법칙이 요구하는 새로운 식각 공정 기술

반도체의 스케일링이 진행되면서 일부 구조는 점차 

미세해지고 있어, 화학물질 분자가 그 구조에 침습해 

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온 솔루션에서 형성

되는 정전 하에 기인한다. 이 이온이 반응하면 이중 전

기층을 형성해 효과적으로 좁은 채널을 수축시키며, 반

응운동을 줄여 화학적 리프레시를 억제한다.

(그림 2)처럼 결과적으로 식각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

고, (그림 3)처럼 식각이 완전히 멈추고 만다. 이러한 

한계는 DRAM과 첨단 로직에서 극미세 구조가 일반화

되면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디바이스 스케일링이 진행되면서, 점차 높고 좁아지

는데, 이는 결국 습식 식각에 이은 건조 과정에서 발생

하는 스틱션(Stiction) 현상에 의한 왜곡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왜곡은 라인 밴딩과 심지어 

패턴 붕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4, 5)

(*Stiction : 식각 반응 후 세정 및 린스 용액의 건조 과정

에서 미세 구조 내의 모세관 힘에 의하여 구조물의 붕괴와 구

조 사이에 서로 달라붙는 현상)

패터닝과 세정을 거치는 디바이스의 정밀도는 결국 

디바이스의 신뢰성과 성능에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

다. 적절하지 못한 선택비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타깃 

물질의 불완전한 제거와 임계 차원(마스크에 프린트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 값, 제조 공정 중 가장 제어

하기 어려운 수치, 예를 들어 최소의 배선 폭) 확대는 

디바이스 성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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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초고선택비 제공 식각 장비 출시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초고선택비 제공 식각 장비 출시

- 무어의 법칙 구현에 필요한 원자 수준의 정밀도 갖춘 진일보한 식각 기술 탑재

- 첨단 핀펫과 메모리칩 제조업체가 도입해 칩 양산에 활용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태양광 산업 분야의 재

료공학 솔루션 공급 선두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어

리얼즈가 업계 처음으로 초고선택비를 제공하는 식

각 장비인 어플라이드 프로듀서 셀렉트라(Applied 

Producer® Selectra )를 출시했다. 3D 로직 및 메

모리 칩의 지속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한 새로운 재

료 공학 기술이 탑재되었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식각 장비 부문 부사장

인 샨카 벤카타라만(Shankar Venkataraman) 박

사는 고집적도 칩 생산이 점차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다층 구조상에서 다른 층의 물질을 손상하

지 않고 원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식각해야 하기 

때문 이라며, 셀렉트라 시스템은 무어의 법칙 구현

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선택비(Selectivity)를 제

공하는 가장 최신의 혁신적인 반도체 장비로, 새로

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셀렉트라 시스템은 가장 작은 공간으로까지 침투

해 다양한 종류의 유전체, 금속, 반도체 등 표면에

서 원자 수준의 식각 정밀도와 역대급 선택비를 제

공한다. 정확한 잔여물 처리와 다른 물질에 손상을 

주지 않고 타깃 물질을 식각하는 정밀도를 갖추고 

있다.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각 공정이 적용

되는 패터닝과 로직, 파운드리, 3D 낸드, D램 등 

미세공정 칩 생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 이번에 출시된 어플

라이드 프로듀서 셀렉트라 시스템을 통해 반도체 

업체들이 앞선 기술의 3D 디바이스 생산과 새로운 

아키텍처와 반도체 재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의 식각 장비인 셀

렉트라 제품군은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와 로직 및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