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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 무독성인 환경친화적 용제를 사용하는 새로운 반도체웨이퍼 제조공정이 공업
용수의 사용량과 컴퓨터 chip 제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결정적으로 줄일 수 있
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성의 Los Alamos National Lab은 
Hewlett-Packard社와 공동으로 유독 화합물 대신 초임계 이산화탄소 유체를 사용
하여 반도체웨이퍼로부터 photoresist( 광절연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연
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계는 유독화합물 사용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
스 알라모스의 프로젝트 리더 Craig Taylor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현재 반도체 제조
시의 주요공정에 사용되는 독성화학물과 수백만톤의 산업용수를 더 이상 쓰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의 대부분의 집적회로 제조업체들은 
photolithography를 사용하여 칩회로망(chip circuitry) 각 층에 원하는 회로의 형
태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고형화된 코팅(hardened coating) 또는 레지스트
(resist)를 웨이퍼로부터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복잡한 회로가 만들어진다. 현
재 사용되고 있는 레지스트 제거방법은 습식(wet-stripping)법으로 부식성이 강한 
황산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이나 유기용제들을 사용한다. 이 두 시스템은 모두 많은 
량의 액체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이에 반해 초임계 이산화탄소 레지스트 제거시스템(Supercritical Carbon diOxide 
Resist Remover; SCORR)은 음각(negative) 또는 양각(positive) 포토레지스트
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고압하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의 집적회로제작공정에 직접 적용가능한 유일한 무공해 공법이다. 이산화탄소 가스
는 온도와 압력을 증가시킬 경우 먼저 액상으로 되었다가 소위 초임계 상태로 되는
데 이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갖춘 특이한 성질을 지닌
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기체와 같이 그것을 담은 용기를 채우며 매우 작은 세공 안
으로도 확산해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액체와 같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을 
용해시키고 운반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성질들이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뛰어난 용
제로 만드는 것이다. Los Alamos의 SCORR시스템에서는 조용제(co-solvent)로
서 몇 퍼센트의 무독성, 무해 유기용제인 프로필렌카보네이트(propylene 
carbonate)가 함유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새로운 펄스화 유입(pulsed-flow) 기
법으로 웨이퍼 표면에 보낸다. 이 방법은 기존의 wet-stripping or alternative 
chilled ozone systems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절반 이내에 포토레지스트를 완벽하
게 제거한다. 또한 이때 사용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프로필렌카보네이트 혼합물
의 가격은 현재 사용되는 용제보다 훨씬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환경에 무해하
며 재순환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싸고, 속도가 빠르고, 매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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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이면서 환경에 안전하다. 이것은 안전하고 잘 알려진 기술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
운 응용이다" 라고 Taylor는 강조한다.  

현재의 습식법(wet-stripping methods)은 작업자에게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부
식성과 인화성이 높은 酸 혼합물을 사용한다. SCORR시스템의 유일한 위험요소는 
제거공정에 고압용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대규모 상
업적 이용법은 잘 확립되어 있고 식품, 의약, 석유화학업계에서 다년간 안전하게 이
용되고 있다. 만일 SCORR시스템을 반도체산업에 적용하면, 폐용제를 줄이고 물사
용 인가와 배출 허가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정이 유해한 
폐기물과 방출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정한 환경규제를 따
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종 헹굼 단계에서 순수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
기 때문에 건조지대인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제조공장들은 저수지로부터 막대한 양
의 물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SCORR시스템은 inorganic substrate의 표면를 변
화시키지 주지 않으면서 그 표면으로부터 대부분의 유기오물을 씻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어서 정밀 세정 응용분야에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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