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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축합환의 방향족 환을 포함하는 보호기를 가지는 감광성폴리머 및 이를 포함하는 레지스트 조성물

(57) 요약

축합환의 방향족 환을 포함하는 보호기를 가지는 감광성 폴리머 및 이를 포함하는 레지스트 조성물에 관하여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폴리머 백본에 결합되는 보호기로서 산 존재 하에 쉽게 가수분해될 수 있고 다음 식으로 표

시되는 축합환의 방향족 환을 포함하는, 산에 의해 분해 가능한 보호기를 포함한다.

식중, R1은 수소 원자 또는 C1 ∼ C4의 알킬기이고, X는 수소 원자, 할로겐, 알킬기 또는 알콕시기이고, y는 1 ∼ 3의 정수

이고, y = 2 이상일 때 상기 축합환의 방향족 환은 선형환 또는 분기상의 환으로 이루어진다.

등록특허 10-0734249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축합환(縮合環)의 방향족 환(fused aromatic ring)을 포함하고 중량 평균 분자량(Mw)이 3,000 ∼ 50,000인 다음 식의 구

조를 가지는 감광성 폴리머.

식중, R1은 수소 원자 또는 C1 ∼ C4의 알킬기이고,

y는 1 ∼ 3의 정수이고, y = 2 이상일 때 상기 축합환의 방향족 환은 선형환(linear ring) 또는 분기상의 환(branched

ring)으로 이루어지고,

Z는 수소 원자 또는 메틸기이고,

l/(l+m)은 0.05 ∼ 0.4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다음 식의 구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광성 폴리머.

식중, Y는 수소 원자, 알킬기, 알콕시기 또는 터트-부톡시카르보닐옥시기이고, l/(l+m+n)은 0.05 ∼ 0.4이고, n/(l+m+n)

은 0.1 ∼ 0.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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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a) 축합환(縮合環)의 방향족 환(fused aromatic ring)을 포함하고 중량 평균 분자량(Mw)이 3,000 ∼ 50,000인 다음 식

의 구조를 가지는 감광성 폴리머와,

식중, R1은 수소 원자 또는 C1 ∼ C4의 알킬기이고,

y는 1 ∼ 3의 정수이고, y = 2 이상일 때 상기 축합환의 방향족 환은 선형환(linear ring) 또는 분기상의 환(branched

ring)으로 이루어지고,

Z는 수소 원자 또는 메틸기이고,

l/(l+m)은 0.05 ∼ 0.4임.

(b) PAG(photoacid generator)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트 조성물.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PAG는 상기 감광성 폴리머의 중량을 기준으로 0.5 ∼ 10 중량%의 양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트 조성물.

청구항 11.

제9에 있어서, 상기 PAG는 트리아릴술포늄염 (triarylsulfonium salts), 디아릴이오도늄염 (diaryliodonium salts), 술포

네이트 (sulfonates) 또는 그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트 조성물.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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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유기 염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트 조성물.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염기는 상기 PAG의 중량을 기준으로 0.5 ∼ 50 중량%의 양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레지스트 조성물.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염기는 3차 아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트 조성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염기는 트리에탄올아민, 트리이소부틸아민, 트리이소옥틸아민, 트리이소데실아민 또는 그 혼

합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트 조성물.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감광성 폴리머는 다음 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트 조성물.

식중, Y는 수소 원자, 알킬기, 알콕시기 또는 터트-부톡시카르보닐옥시기이고, l/(l+m+n)은 0.05 ∼ 0.4이고, n/(l+m+n)

은 0.1 ∼ 0.3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감광성 폴리머 및 레지스트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축합환(縮合環)의 방향족 환(fused aromatic ring)을 포

함하는 보호기를 가지는 감광성 폴리머 및 이를 포함하는 레지스트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고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한 패턴 형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반도체 소

자의 용량이 1기가(Giga) 비트급 이상인 소자에서 디자인 룰이 0.2μm 이하인 패턴 사이즈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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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F 엑시머 레이저(248nm)용 레지스트 재료를 이용한 미세 패턴 형성 기술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기

술을 이용한 미세 패턴 형성 기술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문제로서 레지스트 재료의 건식 식각에 대한 내

성을 들 수 있다. 특히, 리소그래피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패턴이 점차 미세화될수록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고자 하는

하부 막질 위에 도포되는 레지스트막의 두께가 점차 감소된다. 따라서, 리소그래피 공정의 후속 공정인 건식 식각 공정시

하부 막질과 레지스트막과의 식각 선택비(selectivity)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건식 시각에 대한 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 후, 후속의 건식 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 가스를 이용하

여 예를 들면 실리콘 산화막과 같은 하부 막질에 대하여 건식 공정을 행할 때, 상기 레지스트 패턴은 상기 하부 막질에 대

하여 마스크층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상기 레지스트 패턴의 건식 식각에 대한 내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하부 막

질을 원하는 형상으로 식각하는 것이 곤란할 뿐 만 아니라 패턴의 CD(critical dimension)가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아스펙트비(aspect ratio)를 가지는 깊고 작은 콘택홀을 원하는 바 대로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래에는 레지스트막을 이용한 건식 식각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드 마스크를 사용하는 공정을 이용하

고 있다. 그러나, 하드마스크를 적용한 공정은 매우 복잡할 뿐 만 아니라 소자의 제조 단가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따

라서, 실제 소자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하드 마스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조 단가가 저렴하면서 건식 식각에 대한 충분

한 내성을 제공할 수 있는 폴리머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아스펙트 비가 큰 미세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하부 막질과의 우수한 식각 선택비를 제공하여

건식 식각에 대한 충분한 내성을 제공할 수 있는 레지스트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폴리머 백본에 결합되는 보호기(protecting group)로서 산

존재 하에 쉽게 가수분해될 수 있고 다음 식으로 표시되는 축합환(縮合環)의 방향족 환(fused aromatic ring)을 포함하는,

산에 의해 분해 가능한 보호기(acid labile protecting grou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식중, R1은 수소 원자 또는 C1 ∼ C4의 알킬기이고, X는 수소 원자, 할로겐, 알킬기 또는 알콕시기이고, y는 1 ∼ 3의 정수

이고, y = 2 이상일 때 상기 축합환의 방향족 환은 선형환(linear ring) 또는 분기상의 환(branched ring)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3,000 ∼ 200,000의 중량 평균 분자량(Mw)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화학식 1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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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

식중, R1 및 y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Z는 수소 원자 또는 메틸기이고, m/(m+n)은 0.05 ∼ 0.4이고, 중량 평균 분자량

(Mw)은 3,000 ∼ 50,000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화학식 2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화학식 2

식중, R1, y 및 Z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Y는 수소 원자, 알킬기, 알콕시기 또는 터트-부톡시카르보닐옥시기이고, l/

(l+m+n)은 0.05 ∼ 0.4이고, n/(l+m+n)은 0.1 ∼ 0.3이고,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3,000 ∼ 50,000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화학식 3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화학식 3

식중, R1 및 y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R2는 수소 원자, 메틸기, 에틸기 또는 터트-부틸기이고, Z1 및 Z2는 각각 수소 원

자 또는 메틸기이고, l/(l+m+n)은 0.05 ∼ 0.4이고, n/(l+m+n)은 0.1 ∼ 0.3이고,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3,000 ∼

50,000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화학식 4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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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4

식중, R1, y 및 Z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m/(m+n)은 0.5 ∼ 0.7이고, n/(m+n)은 0.3 ∼ 0.5이고, 중량 평균 분자량

(Mw)은 3,000 ∼ 50,000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화학식 5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화학식 5

식중, R1, R2, y, Z1 및 Z2는 각각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l/(l+m+n)은 0.3 ∼ 0.6이고, m/(l+m+n)은 0.3 ∼ 0.5이고, n/

(l+m+n)은 0.1 ∼ 0.4이고,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3,000 ∼ 50,000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화학식 6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화학식 6

식중, R1, y 및 Z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R2는 수소 원자, 히드록시기, 카르복실기 또는 터트-부틸 에스테르기이고, l/

(l+m+n)은 0.3 ∼ 0.6이고, m/(l+m+n)은 0.3 ∼ 0.5이고, n/(l+m+n)은 0.1 ∼ 0.4이고,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3,000 ∼ 50,000이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레지스트 조성물은 (a) 폴리머 백본에 결합되는 보호기(protecting

group)로서 산 존재 하에 쉽게 가수분해될 수 있고 다음 식으로 표시되는 축합환(縮合環)의 방향족 환(fused aromatic

ring)을 포함하는, 산에 의해 분해 가능한 보호기(acid labile protecting group)를 포함하는 감광성 폴리머와, (b) PAG

(photoacid generator)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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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 R1은 수소 원자 또는 C1 ∼ C4의 알킬기이고, X는 수소 원자, 할로겐, 알킬기 또는 알콕시기이고, y는 1 ∼ 3의 정수

이고, y = 2 이상일 때 상기 축합환의 방향족 환은 선형환(linear ring) 또는 분기상의 환(branched ring)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PAG는 상기 감광성 폴리머의 중량을 기준으로 0.5 ∼ 10 중량%의 양으로 포함된다.

상기 PAG는 트리아릴술포늄염 (triarylsulfonium salts), 디아릴이오도늄염 (diaryliodonium salts), 술포네이트

(sulfonates) 또는 그 혼합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레지스트 조성물은 유기 염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유기 염기는 상기 PAG의 중량을 기준으로

0.5 ∼ 50 중량%의 양으로 포함된다.

상기 유기 염기는 3차 아민, 바람직하게는 트리에탄올아민, 트리이소부틸아민, 트리이소옥틸아민, 트리이소데실아민 또는

그 혼합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레지스트 조성물은 화학식 1 내지 화학식 6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

나의 감광성 폴리머와, PAG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에 포함되는 보호기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축합환의 방향족 환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

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의 백본에 결합 가능한 보호기의 대표적인 예들을 화학식 7 내지 화학식 13에 나타내었다.

화학식 7

화학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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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9

화학식 10

화학식 11

화학식 12

화학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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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7 내지 화학식 11에 있어서, R은 수소 원자 또는 C1 ∼ C4의 알킬기이다.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를 구성하

는 백본으로서 다양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크릴레이트 백본, 메타크릴레이트 백본, 노르보

르넨 백본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들을 구성할 수 있는 모노머 또는 폴리머의 각 제조 방법은 다음

에 상세히 기술하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들에서 예시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산에 의해 분해 가능한 축합환의 방향족 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식 식각에 대한 강한

내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레지스트 조성물은 노광부와 비노광부에 있어서 알칼리성 현상액에 대한 용

해도 차이가 매우 커서 레지스트막의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레지스트 조성물은 실제로 레지스트막의 패터닝시 사용되는 에너지 파장에서 KrF용 또는 ArF용 레지스트

재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1-나프탈렌메틸 아크릴레이트의 합성

3목(目) 둥근 플라스크(three-necked round-bottom flask)에 수소화나트륨 (50%-NaH, 0.12몰)을 무수 테트라히드로

퓨란 (tetrahydrofuran; 이하, "THF"라 함)(300㎖)과 함께 녹인 후, 여기에 1-나프탈렌메탄올 (18g, 0.11몰)을 상온에서

천천히 떨어뜨리고 약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얻어진 반응물에 염화 아크릴로일(9g, 0.1몰)을 상온에서 천천히 떨

어뜨리고 약 20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얻어진 반응물에서 과량의 THF를 회전증발 농축기(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과량의 물

에 부어 넣은 후, 여기에 염산(HCl)을 넣어 중화시켰다. 그 후, 디에틸 에테르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얻어진 추출물을 MgSO4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후 용제를 휘발시키고, 얻어진 조생성물(粗生成物)로부터 콜럼 크로마토그

래피(column chromatography) (n-헥산:에틸 아세테이트 = 8:1)를 이용하여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실시예 2

1-나프탈렌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합성

염화 메타크릴로일을 사용하여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수율 40%)

실시예 3

9-안트라센메틸 아크릴레이트의 합성

9-안트라센메탄올과 염화 아크릴로일을 이용하여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실시예 4

9-안트라센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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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안트라센메탄올과 염화 메타크릴로일을 이용하여 실시예 3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실시예 5

1-나프탈렌-1-에틸 아크릴레이트의 합성

3목(目) 둥근 플라스크에 브롬화 메틸마그네슘 (2몰-THF 용액, 100㎖)을 무수 THF (100㎖)와 함께 녹인 후, 여기에 1-

나프트알데히드 (23g, 0.15몰)을 상온에서 천천히 떨어뜨리고 약 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얻어진 반응물에 염화 아

크릴로일(12g, 0.13몰)을 상온에서 천천히 떨어뜨리고 약 20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얻어진 반응물에서 과량의 THF를 회전증발 농축기(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과량의 물

에 부어 넣은 후, 여기에 묽은 황산(diluted H2SO4)을 넣어 중화시켰다. 그 후, 디에틸 에테르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얻어진 추출물을 MgSO4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후 용제를 휘발시키고, 콜럼 크로마토그래피(column chromatography)

(n-헥산:에틸 아세테이트 = 8:1)를 이용하여 얻어진 조생성물(粗生成物)로부터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수율 50%)

실시예 6

1-나프탈렌-1-에틸 메타크릴레이트의 합성

염화 메타크릴로일을 사용하여 실시예 5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수율 40%)

실시예 7

9-안트라센-1-에틸 아크릴레이트의 합성

9-안트르알데히드와 브롬화 메틸마그네슘을 이용하여 실시예 5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실시예 8

9-안트라센-1-에틸 메타크릴레이트의 합성

9-안트르알데히드와 염화 메타크릴로일을 이용하여 실시예 7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실시예 9

호모폴리머의 합성

실시예 1에서 합성한 1-나프탈렌메틸 아크릴레이트 (2g, 9밀리몰)를 무수 THF (10g)에 녹인 후, 여기에 AIBN

(azobisisobutyronitril) (0.1g, 6 몰%)을 함께 넣고 액체 질소(liquid nitrogen: N2)를 이용하여 퍼지(purge)한 후 밀봉하

여 약 65℃의 온도에서 약 20 시간 동안 중합시켰다.

중합이 끝난 후, 반응 용기에 소량의 THF를 첨가하여 희석한 후, 이를 과량의 n-헥산 (10배)에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침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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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침전물을 글라스 필터(glass filter)를 이용하여 거른 다음, 적당량의 THF에 녹이고, 과량의 메탄올 (10배)에서 재

침전시킨 후, 얻어진 침전물을 50℃로 유지되는 진공 오븐(vacuum oven)에서 약 24 시간 동안 건조시켜서 원하는 생성물

을 얻었다. (수율 80%)

이 때, 얻어진 생성물의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21,000이었고, 다분산도(Mw/Mn)는 1.9이었다.

또한, 실시예 2 내지 실시예 8에서 합성한 모노머들을 상기 설명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중합하여 각각의 호모폴리머들

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얻어진 수율은 70 ∼ 85%이었다.

실시예 10

코폴리머의 합성

실시예 1에서 합성한 1-나프탈렌메틸 아크릴레이트 (2g, 9밀리몰)와 4-히드록시스티렌 (2.5g, 21밀리몰)을 무수 THF

(18g)에 녹인 후, 여기에 AIBN (0.3g, 6 몰%)을 함께 넣고 액체 질소(N2)를 이용하여 충분히 퍼지한 후 밀봉하여 약 65℃

의 온도에서 약 24 시간 동안 중합시켰다.

중합이 끝난 후, 반응 용기에 소량의 THF를 첨가하여 희석한 후, 이를 과량의 n-헥산 (10배)에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침전

시켰다.

얻어진 침전물을 글라스 필터(glass filter)를 이용하여 거른 다음, 적당량의 THF에 녹이고, 과량의 n-헥산 (10배)에서 재

침전시킨 후, 얻어진 침전물을 50℃로 유지되는 진공 오븐에서 약 24 시간 동안 건조시켜서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수

율 85%)

이 때, 얻어진 생성물의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17,000이었고, 다분산도(Mw/Mn)는 2.0이었다.

실시예 11

코폴리머의 합성

실시예 5에서 합성한 1-나프탈렌-1-에틸 아크릴레이트 (2.3g, 10밀리몰)와 무수 말레인산 (2g, 20밀리몰)을 무수 THF

(4g)에 녹인 후, 여기에 AIBN (0.25g, 5 몰%)을 함께 넣고 액체 질소(N2)를 이용하여 충분히 퍼지한 후 밀봉하여 약 65℃

의 온도에서 약 24 시간 동안 중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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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이 끝난 후, 반응 용기에 소량의 THF를 첨가하여 희석한 후, 이를 과량의 n-헥산 (10배)에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침전

시켰다.

얻어진 침전물을 글라스 필터(glass filter)를 이용하여 거른 다음, 적당량의 THF에 녹이고, 과량의 이소프로필 알콜 (10

배)에서 재침전시킨 후, 얻어진 침전물을 50℃로 유지되는 진공 오븐에서 약 24 시간 동안 건조시켜서 원하는 생성물을 얻

었다. (수율 65%)

이 때, 얻어진 생성물의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11,000이었고, 다분산도(Mw/Mn)는 1.8이었다.

실시예 12

코폴리머의 합성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8에서 합성한 모노머들을 4-히드록시스티렌 또는 무수 말레인산과 같은 코모노머(comonomer)와

함께 실시예 10 또는 실시예 1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중합하여 코폴리머들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실시예 1 내지 실시

예 8에서 합성한 모노머의 첨가량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 모노머 농도를 기준으로 20 ∼ 50 몰% 정도의 범위로 하

였다.

실시예 13

터폴리머의 합성

실시예 1에서 합성한 1-나프탈렌메틸 아크릴레이트 (2g, 9밀리몰), 4-히드록시스티렌 (3.2g, 27밀리몰) 및 터트-부톡시

카르보닐옥시스티렌 (2g, 9밀리몰)을 무수 THF (30g)에 녹인 후, 여기에 AIBN (0.44g, 6 몰%)을 함께 넣고 액체 질소

(N2)를 이용하여 충분히 퍼지한 후 밀봉하여 약 65℃의 온도에서 약 24 시간 동안 중합시켰다.

중합이 끝난 후, 반응 용기에 소량의 THF를 첨가하여 희석한 후, 이를 과량의 n-헥산 (10배)에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침전

시켰다.

얻어진 침전물을 글라스 필터(glass filter)를 이용하여 거른 다음, 적당량의 THF에 녹이고, 과량의 n-헥산 (10배)에서 재

침전시킨 후, 얻어진 침전물을 50℃로 유지되는 진공 오븐에서 약 24 시간 동안 건조시켜서 원하는 생성물을 얻었다. (수

율 81%)

이 때, 얻어진 생성물의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14,000이었고, 다분산도(Mw/Mn)는 1.8이었다.

실시예 14

터폴리머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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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에서 합성한 1-나프탈렌메틸 아크릴레이트 (4.3g, 20밀리몰), 무수 말레인산 (5.9g, 60밀리몰) 및 터트-부틸 아

크릴레이트 (1.3g, 10밀리몰)를 무수 THF (12g)에 녹인 후, 여기에 AIBN (0.74g, 5 몰%)을 함께 넣고 액체 질소(N2)를

이용하여 충분히 퍼지한 후 밀봉하여 약 65℃의 온도에서 약 24 시간 동안 중합시켰다.

중합이 끝난 후, 반응 용기에 소량의 THF를 첨가하여 희석한 후, 이를 과량의 n-헥산 (10배)에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침전

시켰다.

얻어진 침전물을 글라스 필터(glass filter)를 이용하여 거른 다음, 적당량의 THF에 녹이고, 과량의 이소프로필 알콜 (10

배)에서 재침전시킨 후, 얻어진 침전물을 50℃로 유지되는 진공 오븐에서 약 24 시간 동안 건조시켜서 원하는 생성물을 얻

었다. (수율 71%)

이 때, 얻어진 생성물의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12,500이었고, 다분산도(Mw/Mn)는 1.9이었다.

실시예 15

터폴리머의 합성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8에서 합성한 모노머들을 4-히드록시스티렌 코모노머(제1 코모노머)와, 예를 들면 터트-부틸 아크

릴레이트, 터트-부틸 메타크릴레이트, 터트-부톡시카르보닐옥시스티렌 등과 같이 여러가지 다른 보호기(protecting

group)를 가지는 코모노머(제2 코모노머)와 함께 실시예 13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중합하여 터폴리머들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8에서 합성한 모노머의 첨가량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 모노머 농도를 기준으로 10 ∼

40 몰% 정도의 범위로 하였다. (수율 70 ∼ 80%)

실시예 16

터폴리머의 합성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8에서 합성한 모노머들을 무수 말레인산 코모노머(제1 코모노머)와, 예를 들면 터트-부틸 아크릴레

이트, 터트-부틸 메타크릴레이트, 노르보르넨 유도체, 터트-부톡시카르보닐옥시스티렌 등과 같이 여러가지 다른 보호기

(protecting group)를 가지는 코모노머(제2 코모노머)와 함께 실시예 13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중합하여 터폴리머들을 얻

을 수 있었다. 여기서,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8에서 합성한 모노머의 첨가량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 모노머 농도를

기준으로 10 ∼ 40 몰% 정도의 범위로 하였다. (수율 60 ∼ 75%)

실시예 17

레지스트 조성물의 제조

실시예 9에서 합성한 각각의 호모폴리머(1g)들을 각각 PAG인 트리페닐술포늄 트리플레이트 (triphenylsulfonium

triflate) (0.03g)와 함께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PGMEA) (8g) 용액에 녹인 후, 여기에 유기 염기인 트리이소부틸아민 (triisobutylamine) (3 ∼ 10mg)을 첨가하여 완전

히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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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기 용액을 1.0μm 및 0.2μm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s)를 이용하여 걸러서 레지스트 조성물들을 얻었다.

그 후, 복수의 실리콘 웨이퍼를 준비하고, 상기 실리콘 웨이퍼들을 각각 헥사메틸디실라잔 (hexamethyldisilazane:

HMDS)으로 처리한 후, 각각의 실리콘 웨이퍼상에 상기 레지스트 조성물들을 각각 약 3000 ∼ 4000 Å의 두께로 코팅하

였다.

레지스트 조성물이 코팅된 상기 각 웨이퍼를 120 ∼ 140℃의 온도 범위에서 60 ∼ 90초 동안 프리베이킹(pre-baking)하

고, 특정한 엑시머 레이저의 스테퍼를 이용하여 노광한 후, 120 ∼ 140℃의 온도 범위에서 60 ∼ 90초 동안 PEB(post-

exposure baking)를 실시하였다.

그 후, 상기 웨이퍼를 IPA(isopropyl alcohol) 및 2.38 중량% 테트라메틸암모늄 히드록사이드(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TMAH)의 혼합 용액 (30 중량% IPA 함유)을 사용하여 딥핑(dipping) 방식으로 현상하였다.

실시예 18

레지스트 조성물의 제조

실시예 10에서 합성한 코폴리머(1g)를 PAG인 트리페닐술포늄 트리플레이트 (0.02g)와 함께 PGMEA 용액(7g)에 녹인

후, 여기에 유기 염기인 트리이소부틸아민 (2mg)을 첨가하여 완전히 녹였다.

그 후, 상기 용액을 1.0μm 및 0.2μm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s)를 이용하여 걸러서 레지스트 조성물을 얻었다. 그

후, HMDS로 표면 처리한 실리콘 웨이퍼상에 상기 레지스트 조성물을 약 4000 Å의 두께로 코팅하였다.

레지스트 조성물이 코팅된 상기 웨이퍼를 130℃에서 90초 동안 프리베이킹하고, KrF 엑시머 레이저의 스테퍼 (NA =

0.45, σ = 0.75)를 이용하여 노광한 후, 120℃에서 90초 동안 PEB를 실시하였다.

그 후, 상기 웨이퍼를 2.38 중량% TMAH 용액을 사용하여 60초 동안 퍼들(puddle) 방식으로 현상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노광 도즈량을 약 35 ∼ 40 mJ/cm2으로 하였을 때 280nm (1:1 라인 앤드 스페이스) 패턴이 얻어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시예 19

레지스트 조성물의 제조

실시예 11에서 합성한 코폴리머(1g)를 PAG인 트리페닐술포늄 트리플레이트 (0.02g)와 함께 PGMEA 용액(9g)에 녹인

후, 여기에 유기 염기인 트리이소부틸아민 (2mg)을 첨가하여 완전히 녹였다.

그 후, 상기 용액을 1.0μm 및 0.2μm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s)를 이용하여 걸러서 레지스트 조성물을 얻었다. 그

후, HMDS로 표면 처리한 실리콘 웨이퍼상에 상기 레지스트 조성물을 약 2500 Å의 두께로 코팅하였다.

레지스트 조성물이 코팅된 상기 웨이퍼를 130℃에서 90초 동안 프리베이킹하고, ArF 엑시머 레이저의 스테퍼 (NA =

0.60, σ = 0.75)를 이용하여 노광한 후, 120℃에서 90초 동안 PEB를 실시하였다.

그 후, 상기 웨이퍼를 2.38 중량% TMAH 용액을 사용하여 60초 동안 퍼들(puddle) 방식으로 현상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노광 도즈량을 약 8 ∼ 15 mJ/cm2으로 하였을 때 220nm (1:1 라인 앤드 스페이스) 패턴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시예 20

레지스트 조성물의 제조

실시예 13에서 합성한 터폴리머(1g)를 PAG인 트리페닐술포늄 트리플레이트 (0.02g)와 함께 PGMEA 용액(7g)에 녹인

후, 여기에 유기 염기인 트리이소데실아민 (3mg)을 첨가하여 완전히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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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기 용액을 1.0μm 및 0.2μm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s)를 이용하여 걸러서 레지스트 조성물을 얻었다. 그

후, HMDS로 표면 처리한 실리콘 웨이퍼상에 상기 레지스트 조성물을 약 4000 Å의 두께로 코팅하였다.

레지스트 조성물이 코팅된 상기 웨이퍼를 115℃에서 90초 동안 프리베이킹하고, KrF 엑시머 레이저의 스테퍼 (NA =

0.45, σ = 0.75)를 이용하여 노광한 후, 110℃에서 90초 동안 PEB를 실시하였다.

그 후, 상기 웨이퍼를 2.38 중량% TMAH 용액을 사용하여 60초 동안 퍼들(puddle) 방식으로 현상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노광 도즈량을 약 25 ∼ 30 mJ/cm2으로 하였을 때 280nm (1:1 라인 앤드 스페이스) 패턴이 얻어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시예 21

레지스트 조성물의 제조

실시예 14에서 합성한 터폴리머(1g)를 PAG인 트리페닐술포늄 트리플레이트 (0.02g)와 함께 PGMEA 용액(9g)에 녹인

후, 여기에 유기 염기인 트리이소데실아민 (3mg)을 첨가하여 완전히 녹였다.

그 후, 상기 용액을 1.0μm 및 0.2μm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s)를 이용하여 걸러서 레지스트 조성물을 얻었다. 그

후, HMDS로 표면 처리한 실리콘 웨이퍼상에 상기 레지스트 조성물을 약 2500 Å의 두께로 코팅하였다.

레지스트 조성물이 코팅된 상기 웨이퍼를 130℃에서 90초 동안 프리베이킹하고, ArF 엑시머 레이저의 스테퍼 (NA =

0.60, σ = 0.75)를 이용하여 노광한 후, 120℃에서 90초 동안 PEB를 실시하였다.

그 후, 상기 웨이퍼를 2.38 중량% TMAH 용액을 사용하여 60초 동안 퍼들(puddle) 방식으로 현상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노광 도즈량을 약 7 ∼ 13 mJ/cm2으로 하였을 때 200nm (1:1 라인 앤드 스페이스) 패턴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광 메카니즘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의 노광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식중, R1 및 y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상기 노광 메카니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의

백본에 에스테르기(ester group)의 형태로 치환되어 있는 축합환의 방향족 환에서 α-위치의 탄소양이온(carbocation)이

안정화되어 있으므로 상기 감광성 폴리머에 결합되어 있는 보호기는 산(H+) 존재 하에 쉽게 가수분해(hydrolysis)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감광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레지스트 조성물로부터 얻어진 레지스트막의 패터닝시 상기 레지스트막의

노광부(exposed area)와 비노광부(unexposed area)에 있어서 알칼리성 현상액에 대한 용해도 차이가 매우 커서, 상기

레지스트막의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등록특허 10-0734249

- 16 -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그 백본에 건식 식각에 대하여 강한 내성을 제공할 수 있는 축합환의 방향족 환을 포함하

는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는 건식 식각에 대한 강한 내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로부터 얻어지는 레지스트 조성물은 노광부와 비노광부에 있어서 알칼리성 현상액에 대한 용해도 차이가 매우 커서 레지

스트막의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의 치환기에 포함되어 있는 축합환의 방향족 환은 건식 식각에 대한 강한 내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산에 의해 분해 가능한 보호기(acid-labile protecting group)로서의 역할을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

머에 포함된 축합환의 방향족 환 기(group)는 UV 흡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로부터 얻

어지는 레지스트 조성물은 실제로 레지스트막의 패터닝시 사용되는 에너지 파장에서 KrF용 또는 ArF용 레지스트 재료로

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에 포함되어 있는 산에 의해 분해 가능한 축합환의 방향족 환 기(group)는 그 종류에

따라 실제로 레지스트막의 패터닝시 사용되는 에너지 파장에서 다양한 흡광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에너지 파장 영역

에서 매우 강한 흡광도를 나타내는 종류의 방향족 환 기를 가지는 감광성 폴리머로부터 얻어지는 레지스트 조성물은

BARL(bottom anti-reflective layer)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차세대 ArF 리소그래피에 사용하기 적합한

BARL용 재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에 의해 분해 가능한 축합환의 방향족 환 기를 보호기로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감광성 폴리머로부터 얻어지는

레지스트 조성물은 기존의 리소그래피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더불어

기존의 리소그래피 기술로부터 차세대 소자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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