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6

G03F 1/16

(45) 공고일자   1996년11월14일

(11) 공고번호   96-015467

(21) 출원번호 특1992-0011105 (65) 공개번호 특1993-0001326
(22) 출원일자 1992년06월25일 (43) 공개일자 1993년01월16일

(30) 우선권주장 91-154921  1991년06월26일  일본(JP)  

92-071379  1992년03월27일  일본(JP)  

가부시키가이샤 도시바    아오이 죠이치

일본국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호리가와정 72번지

(72) 발명자 이토 마사미츠

일본국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고무가이도시바정 1번지 가부
시키가이샤 도시바 종합연구소내

스기하라 신이지

일본국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고무가이도시바정 1번지 가부
시키가이샤 도시바 종합연구소내

무로오카 겐이치

일본국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고무가이도시바정 1번지 가부
시키가이샤 도시바 종합연구소내

(74) 대리인 김윤배, 이범일

심사관 :    이희명 (책자공보 제4721호)

(54) X선 마스크와 X선 마스크의 제조방법 및 패턴형성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X선 마스크와 X선 마스크의 제조방법 및 패턴형성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l도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X선 노광마스크의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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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에칭속도와 선택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X선 노광마스크의 제조공정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방법에서의  산화실리콘막의  퇴적막두께와  표면  거칠기의  관계를 나
타낸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방법에  있어서  산화실리콘막의  에칭공정에서의  막두께와  표면 거칠
기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X선 노광마스크의 제조공정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의  SiC막의  표면  거칠기와 SiO2 막의  표면  거칠기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제8도는 W의 산화알루미늄에 대한 에칭선택비와 인가전력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제9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MOSFET의 제조공정도,

제10도는 종래예에 따른 X선 마스크의 제조공정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실리콘기판                                  12 : SiC막

13 : 산화알루미늄막                            14 : Cr막

15 : 레지스트패턴                               16 : W막

17 : 산화알루미늄막(에칭마스크)          18 : 보강틀

19 : 전자빔 레지스트                           21 : 실리콘기판

22 : SiC막                                          23 : 산화실리콘막

24 : Cr막                                           25 : 레지스트패턴

26 : W막                                            27 : 산화알루미늄막(에칭마스크)

28 : 보강틀                                        29 : 전자빔 레지스트

31 : 실리콘기판                                  32 : SiC막

33 : 산화실리콘막(회전도포막)             34 : 질화알루미늄막

35 : Cr막                                           36 : 레지스트패턴

37 : W막                                            38 : 산화알루미늄막(에칭마스크)

39 : 보강틀                                        40 : 전자빔 레지스트

41 : 산화실리콘막                               51 : 실리콘기판

52 : 소자분리 절연막                          53 : 게이트 절연막

54 : 다결정 실리콘막                          55 : W막

56 : 산화알루미늄막                           57 : 레지스트패턴

58 소오스·드레인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X선  마스크의  개량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가시광  투과율이  높은  SiC제  X선  투과막을  갖춘 
X선 마스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최근,  집적회로의  고집적화에  따라  회로패턴의  미세가공기술중에서도  감광제로  패턴을  형성하는 리
소그래피(lithography)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시광을  노광매체로  하는 포토리소그
래피기술이  양산  라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  해상력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
어  원리적으로  해상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X선  리소그래피기술이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X선 
노광에서는  소정의  패턴이  형성된  X선  노광마스크와  시료를  10μm  정도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유지하
고,  마스크  배면(背面)으로부터  X선을  조사함으로써  마스크패턴이  시료상의  감광제에  등배(等倍) 전
사된다.

이러한  등배전사방법에서는,  X선  마스크패턴의  치수정밀도,  위치정밀도가  그대로  디바이스  정밀도로 
되기  때문에,  X선  마스크의  패턴에는  디바이스의  최소선폭의  10분의  1  정도의  치수정밀도, 위치정밀
도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X선  리소그래피의  실현에도  고정밀도  X선  흡수체  패턴을  갖춘  X선 마스
크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되고 있다.

X선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실리콘  등으로  이루어진  링형상의  마스크  지지체상에  X선에  대한 흡수율
이  특히  작은  SiC박막  등의  X선  투과막을  갖추고,  이  X선  투과막상에  X선에  대한  흡수율이  큰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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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마스크패턴을 형성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제조시에는, 통상 제10도(a) 내지 제10도(e)에 나타낸 바와 같은 방법이 이용된다.

먼저,  제10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스크  지지체인  실리콘기판(1)  표면에  LPCVD법에  의해  막두께 
1μm의  SiC막(X선  투과막;2)을  퇴적한다.  이  X선  투과막은  X선을  투과하면서 얼라인먼트광(가시광)
에  대해  투과성이  우수하고,  인장응력을  갖는  자립지지막(自立支持膜)(인장응력을  갖고  설치된  막을 
일컫는  것으로,  이후  간단히  자립지지막이라  한다)인  것이  요구된다.  그  재료로서  현재의  경우  SiC 
외에  BN,  Si,  SiN,  다이아몬드  등이  보고되어  있다.  이후,  실리콘기판  이면(裏面)에  개구부를  갖춘 
Cr막(5)을 형성한다.

다음에,  제10도(b)에  나타낸  바와  같이  SiC막(2)상에  막두께  0.5μm의  W막(7)을  퇴적한다.  여기서, 
X선  흡수체로서는  노광파장에서의  X선  흡수계수가  큰  것과,  미세가공이  용이한  것이  요구된다.  또, 
X선  흡수제가  두께  1μm의  X선  투과막이라는  극도로  얇은  막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X선  흡수체의 내

부압력은 1×10
7
N/m

2
 정도의  저압력인  것이  불가결하다.  X선  흡수체의  응력이  크면,  X선  투과막이 변

형되고,  그결과  X선  홉수체  패턴의  위치어긋남이  발생해  버린다.  그래서  응력제어가  가능한 스터퍼
링법에 의해 내부응력을 제어하여 퇴적시킨다.

다음에,  제10도(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지지틀(9)을  직접접합에  의해 실리콘기
판(1)에 접합시킨다.

그리고,  제10도(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빔  묘화장치에  의해  패턴묘화를  행하여 레지스트패턴
(10)을 형성한다.

다음에,  제10도(e)에  나타낸  바와  같이  드라이에칭(dry  etching  :  건식  에칭)에  의해, 레지스트패턴
(10)을 마스크로 하여 W막(7)을 이방성 에칭에 의해 패터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도(f)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산화칼륨(KOH)  용액을  이용한  액상에칭에  의해 
Cr막(5)을 마스크로 하여 실리콘기판(1)을 에칭해서 30mm 직경의 개구부(開口部)를 형성한다.

그런데,  X선  투과막은  X선  투과율을  항상시킬  목적으로  1μm  정도로  극도로  얇을  필요가  있기 때문
에,  X선  흡수제  패턴의  응력에  의한  패턴의  위치어긋남을  작게  하기  위해  영률(Young's  modulus)  및 
포아손비(Poisson ratio)가 큰 SiC가 X선 투과막으로서 이용된다.

이와  같은  상황중에서,  X선  투과막으로서  SiC를  이용한  X선  마스크의  실용화를  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X선  투과막의  가시광  투과율의  크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즉,  X선  마스크와  웨이퍼의 얼라
인먼트는  He-Ne  레이저를  이용하여  행하기  때문에,  X선  스텝퍼에  의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X선 투
과막은  파장  633nm에서  70%  이상의  투과율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SiC나  다이아몬드막은 
50∼60%  정도의  투과율밖에  얻어지지  않는데,  이는  SiC나  다이아몬드막의  굴절율이  2.3∼2.6으로 크
고,  공기(He  분위기인  것도  있음)와  X선  투과막과의  경계면에서의  반사율이  큰  것에  기인하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형성된  X선  투과막에  반사방지막을  피착함으로써  가시광  투과율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제51회 응용물리학회 강연예고집, p455).

상기  반사방지막의  조건은  그  굴절율(n)이  X선  투과막의  굴절율의  평방근에  가까운  것과,  막두께가 
λ/(4n)의  기수배(λ는  파장)인  것이  요구된다.  즉,  굴절율이  1.5∼1.6  정도의  막이  반사방지막으로 
적합한바,  굴절율이  1.45인 SiO2 막이  이용되고  있었다.  또,  상기  반사방지막의  막두께는  이 막자체

에서의 흡수를 극력 억제하기 위하여 109nm(λ/4)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사방지막상에  형성되는  W  등의  중금속의  X선  흡수체  패턴은  반응성  이온에칭에  의해 형성
되기  때문에,  그  에칭공정에서  반사방지막도  에칭되어  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X선  흡수체 
패턴의  에칭에  있어서는,  마이크로로딩효과(microloading   effect)에  의해  미세패턴은  에칭속도가 
늦고,  거칠은  패턴은  에칭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에칭의  종점(end  point)이  패턴의  치수에  의해 달
라진다.  이  때문에,  광흡수체  패턴의  밑바탕(아래부분)으로  되어  있는  반사방지막의  에칭내성이 작
으면,  미세패턴의  에칭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거칠은  X선  흡수체  패턴의  아래부분으로  되어  있는 반
사방지막이  에칭되어  버리고,  그  결과  막두께가  변화해  버리기  때문에  충분한  반사방지효과를  얻을 
수  없다.  실제로,  W막의  에칭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로서는 CF4 나 SF 6  등의  불소계의  가스가  이용되고, 

이것은 동시에 SiO2막의 에칭가스로도 되기 때문에, 양자의 선택비가 작은 것이 문제로 되고 

있었다.

그래서,  X선  흡수체  패턴을  형성한  후에  X선  흡수체  패턴의  읫쪽으로부터  반사방지막을  피착하는 방
법도  제안되어  있지만,  이  방법에서는  X선  흡수체  패턴의  측벽에도  반사방지막이  퇴적해  버리기 때
문에,  패턴의  엣지(edge)부분에서의  밝기(contrast)가  저하하여  급준(急峻)한  레지스트패턴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X선  흡수제  패턴의  형성후이기  때문에,  응력제어도  대단히 엄격해진다
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또,  X선  투과막의  표면  거칠기는  50nm(p-v)  정도로  큰데  반해,  그  상층에  형성되는 반사방지
막은  상기한  바와  같이  215nm  정도의  얇은  막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는  그다지 개선
되지 않고,  표면에서의 산란에 의한 투과율의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표면을 평
활화하기  위해  두꺼운  반사방지막을  형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응력의  제어가  매우  엄격한 
데다가 반사방지막에 의한 광의 흡수의 영향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또,  X선  흡수제  패턴의  형성시에도  에칭에  큰  문제가  남게  된다.  예컨대,lG(기가)의 DRAM수
준의  X선  흡수체  패턴의  최소선폭은  0.15μm의  W막을  에칭하는  경우,  그  애스팩트(aspect)비는  10 
가까이로도  된다.  이와  같은  큰  애스펙트비의  에칭에서는  마이크로로딩효과가  문제로  된다.  즉, 미
세패턴은  에칭속도가  늦고,  거칠은  패턴은  에칭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에칭의  종점이  패턴치수에 의
해  달라진다.  더욱이  패턴의  단면형상도  패턴치수에  의해  달라진다.(치수변환차가  커짐)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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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로딩효과의 영향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에칭마스크의 두께를 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레지스트와  W막과의  선택비가  작기  때문에  레지스트  이외의  마스크재료로서는 SiO2 막을 이

용한  예도  있지만,  역시  선택비가  충분하지  않아  W막과  같은  정도의  막두께가  필요로  된다.  또, 두
꺼운  에칭마스크가  X선  흡수체상에  잔류하면,  그  응력이  문제로  된다.  이와  같이  X선  흡수제  패턴의 
에칭시에는  마스크재료는  극력  얇은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X선  흡수체  패턴의 형성뿐
만 아니라 극도로 미세한 패턴의 에칭시의 과제로 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  X선  투과막의  가시광  투과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X선  투과막에  반사방지막을 
피착하고  있지만,  반사방지막의  X선  흡수체의  에칭  조건에  대한  에칭내성이  작기  때문에,  충분한 반
사방지효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또,  X선  투과막의  표면  거칠기가  크기  때문에, 반사방지
막을  피착하여도  표면에서의  산란에  의한  투과율의  저하를  방지할  수  없어  반사방지막을  피착하는 
것에  의해서도  충분한  반사방지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극도로  미세한  중금속 
패턴의  에칭을  위한  얇은  마스크재료를  형성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여,  극도로  미세한  패턴의 에칭시
에 에칭선택비가 큰 마스크패턴을 얻는 것이 과제로 되고 있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발명된 것으로,  가시광 투과율이 높은 X선  투과막을 갖춘 X선 노광
마스크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발명에서는 X선 흡수체 패턴의 에칭조건에 대해 에칭내성이 높은 반사방지막을 
형성함으로써,  X선  흡수제  패턴의  치수에  의존하지  않고  전면에  반사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노
광영역  전면에  균일하게  가시광  투과율이  높은  X선  투과막을  갖춘  X선  노광마스크을  제공함에  그 목
적이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표면이  평활한  반사방지막을  형성함으로써  충분한  반사방지효과를  얻고,  가시광 
투과율이 높은 X선 투과막을 갖춘 X선 노광마스크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서는  극도로  미세한  패턴을  얻을  수  있는  패턴형성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
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실시태양에서는,  반사방지막으로서  불소계  가스에  대한 에
치내성이 높은 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태양에서는,  X선  투과성  박막상에  반사방지막을  형성하고,  이  반사방지막의 표면
을  산화알루미늄으로  피복한  후,  X선  흡수제  박막을  형성하며,  이를  에칭스톱퍼로  하여  X선  흡수체 
박막의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에칭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제3실시태양에서는,  반사방지막을  X선  투과막의  표면  거칠기가  충분히  저감되는  정도까지 
두껍게  형성하고,  이후  원하는  두께까지  에치백(etch  back)함으로써,  표면이  평활한  반사방지막을 
얻도록 하고있다.

본  발명의  제4실시태양에서는,  반사방지막을  회전도포법에  의해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바람직하게
는,  이  회전도포법에  의해  형성되는  반사방지막  표면을  산하알루미늄  등의  알루미늄  화합물로 피복
하도록 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제5실시태양에서는,  X선  흡수체  박막상에  스퍼터링에  의해  산화알루미늄층을  퇴적한  후, 
원하는  형상으로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을  헝성하고,  이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을  마스크로  하여  X선 흡
수체 박막을 에칭하도록 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제6실시태양에서는,  피에칭층상에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을  형성하고,  이  산화알루미늄 패
턴을 에칭마스크로 하여 피에칭층을 에칭하도록 하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의  형성은,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한  산화알루미늄충  패턴을 
이용한다.

(작용)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제1실시태양에  의하면,  W막  등의  X선  흡수체  패턴의  에칭에  이용되는 
불소계  가스에  대한  에칭내성이  높은  산화알루미늄을  반사방지막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X선 흡
수체  패턴의  에칭시에도  마이크로로딩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사방지막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
게  된다.  이는  산화알루미늄의  불소계  가스에  대해서는  화학적  반응성  에칭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물리적인  스퍼터링에  의해  에칭이  진행되기  때문이며,  W막이나 SiO2 막의  에칭에  대해  선택비 20정도

를  얻을  수  있다.  또,  산화알루미늄의  굴절율은  파장  633nm에서  1.6정도이기  때문에,  SiC나 다이아
몬드를 X선 투과막으로 이용한 X선 마스크의 반사방지막으로서 대단히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태양에  의하면,  W막  등의  X선  흡수체  패턴의  에칭에  이용되는  불소계  가스에  대한 
에칭성이  높은  산화알루미늄으로  반사방지막을  피복하고,  X선  흡수체  패턴의  에칭을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로팅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래부분  표면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제3실시태양에  의하면,  반사방지막을  X선  투과막의  표면  거칠기가  충분히  저감되는 정도
가  두껍게  형성하고,  이후  원하는  두께까지  에치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두께이면서 표
면이 평탄한 반사방지막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충분한 반사방지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제4실시태양에  의하면,  반사방지막으로서  산화실리콘막  등을  회전도포법으로  형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두께이면서  표면이  평탄한  반사방지막을  형성할수  있게  되어  충분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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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전도포법에  의해  형성되는  반사방지막  표면을  산화알루미늄막  등이  알루미늄  산화물로 피복함
으로써,  X선  흡수체  패턴의  형성시에  에칭스톱퍼로서  작용하는  충분한  반사방지기능을  갖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5실시태양에  의하면,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을  마스크로하여  X선  흡수체  박막을 에칭하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얇고 충분한 체잉선택비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의 응
력에  의한  X선  흡수체의  패턴  왜곡을  작게  할  수  있으므로,  높은  정밀도로  패터닝하는  것이 가능하
다.

본  발명의  제6실시태양에  의하면,  피에칭층상에  산화알루미늄충  패턴을  형성하고,  이  산화알루미늄 
패턴을  에칭마스크로하여  피에칭층을  에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높은  에칭선택비를  얻을 
수  있고,  에칭마스크를  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피에칭층으로서는  Ta  또는  W를  함유한  재료가 특
히 유효하다.

산화알루미늄의  에칭내성은  불소계의  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에칭에서  높은  에칭내성을  갖고, 피에
칭층과의  선택비는  대단히  커진다.  제8도에  에칭가스로서 SF6 와 CHF3 의  혼합가스를  이용한  경우의 산

화화알루늄막에  대한  W막과의  선택비를  나타낸다  에칭장치로서는  평행평판형을  이용하고  인가전력을 
75∼200W까지  변화시키며,  압력은  40mTorr로  하였다.  그  결과,  에칭속도가  늦은  W등의  중금속으로도 
선택비  20이상을  확보할  수  있고,  마스크재료로서의  산화알루미늄의  막두께는  극히  얇아  좋은 것으
로  된다.  예컨대,  두께  0.5μm의  W막을  에칭하는데  필요로  되는  산화알루미늄의  막두께는 선택비만
으로  말하면  0.03μm로  좋다.  이와  같이,  산화알루미늄은  중금속의  에칭시에도  대단히  높은 에칭선
택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미세한  패턴의  에칭,  특히  X선  흡수체의  에칭마스크로서 대
단히 유효하다.

바람직하게는,  이  산화알루미늄충  패턴의  형성은,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한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을 
이용한다.  이것은  특히  얇은  막의  경우,  특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패턴을  형성한  후에 산
화하면,  산화에  의해  팽창하여  패턴정밀도가  대폭적으로  열화된다.  또,  이와  같이  패턴형성후에 산
화하는  경우,  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X선  마스크의  형성에는  산화알루미늄을 형성하
고, 이것을 패터닝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  산화알루미늄의  패턴에칭에는 BCl3 를  함유한  가스를  이용한  드라이에칭을  이용하는  것이 요망된

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 1실시예)

제1도(a)  내지  제1도(j)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X선  마스크의  제조공정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먼저,  RF  유독열방식의  감압  CVD(LPCVD)장치를  이용하여  그래파이트(graphite  :  흑연)표면에  SiC를 
코팅한  서셉더(susceptor)상에  직경  ∮-3인치,  두께  550μm,  면방위(100)의  양면연마 실리콘기판(마
스크기판지지체  ;  11)을  탑재하고,  HCI가스에  의해  표면을  에칭한다.  여기서는  기판온도를  1100℃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실리콘기판(11)  표면에  존재하는  자연산화막  및  중금속류의  오염물을 제거
하였다. 이에 따라, 실리콘기판 표면의 청정화처리가 완료된다.

이어서, 제1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실리콘기판 표면에 막두께 1μm의 SiC막(12)을 
퇴적한다.  여기서,  Si계 원료가스로서는SiH4 ,  C계 원료가스로서는C2H4 를  이용하고, 첨가가스로서염화

수소(HCl),  캐리어가스로서는 H2 를  이용하였다.  기판온도  1100℃로  하고,  반응압력은  1kPa로 하였으

며,  승온(昇溫)및  강온(降溫)은 H2 분위기중에서  행하였다.  또, SiH4 의  유량은  50sccm, C2H 2  25sccm  '   

'  고,  원료가스  조성비(C/Si)=1.0의  성막(成膜)조건에서  SiC막을  형성하였으며,  캐리어가스의 유량
은  3slm으로  하였다.  이후,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해  반사방지막으로서 산화알루미늄(A12O3 ;13)을 

200nm정도  퇴적한다.  이때,  스퍼터링조건은  타깃(target)으로  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하고,  Ar  유량 
20sccm,  압력  3mTorr,  인가전력  1kW이다.  이어,  전자빔을  이용한  진공증착장치를  이용하여 실리콘기
판(11)의 이면에 막두께 0.1μm의 크롬(Cr)막(14)을 퇴적시킨다.

그리고,  제1도(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통상의  포토리소그래피기술에  의해  이면의  크롬막(14)의 중앙
부에 30mm 직경의 개구부를 갖춘 레지스트패턴(15)을 형성한다.

다음에,  제1도(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산  제2세륨  암모늄용액에  의해  레지스트패턴(15)을 마스크
로하여  Cr막(14)을  액상에칭하였다.  그후,  마그네트론  DC  스퍼터링장치에  의해  Si막(12)상에  막두께 
0.5μm의  W막(16)을  퇴적하였다.  여기서,  스퍼터링의  전력의  1kW로  하고,  가스압력을  밀도가  큰 W막
을  형성할  수  있는  저압력측에서  압력이  제로로  되는  3mTorr로  하였다.  형성된  W막(16)의  응력은  Si 

기판(11)의 휘어짐으로부터 측정 한 결과, 3×10
8
dyn/㎠이었다.

다음에,  제1도(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너지  180keV로  W막(16)에 3×10
15
atoms/㎠의 도우즈(dose)량

으로  Ar이온을  이온주입하여  W막(16)의  응력을  제로로  하였다.  그리고,  W막(16)상에  스퍼터링법에 
의해 에칭마스크로서 막두께 50nm의 산화알루미늄막(17)을 퇴적한다.

그후,  제1도(e)에  나타낸  바와  같이 SiO2 막으로  코팅된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보강틀(18)과  마스크 

지지체인  Si기판(11)을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접합에  의해  접착하였다.  직접접합이란 접착면
을  경면(鏡面)으로  함으로써  접착면  사이에서  작용하는  원자간의  힘에  의해  접착하는  방법이다. 접
합은,  보강틀(18)을  탄성체인  두께  1mm의  고무를  이용한  스테이지상에  유지하고,1.0kg/㎠의 가압력

24-5

96-015467



을  1분간  인가함으로써  행하였다.  또,  이  직접접합은  접착면에  공기가  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
공중에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400℃에서  3분간의  열처리를  행하였다.  여기서  열처리를  하는  것은, 
열처리를 행함으로써 접착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l도(f)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화알루미늄막(17)상에  전자빔  레지스트(19)로서  막두께 0.5
μm의  화학증폭형의  레지스트(SAL601)를  도포하고, N2 분위중에서150℃로  베이킹함으로써  전자빔 레

지스터(19)중의  용매를  제거한  후,  전자빔  묘화장치에  의해  레지스트(19)를  묘화하여  원하는 패턴
(최소선 폭 0.15μm)을 형성하였다. 이때의 도우즈량은 13μC/㎠으로 하였다.

더욱이,  제1도(g)에  나타낸  바와  같이  ECR형  플라즈마  에칭장치에  의해  에칭가스 BCl3 를  이용하여 

레지스트(19)를 마스크로해서 산화암루미늄(17)을 에칭하였다.

그리고,  제1도(h)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화알루미늄막  패턴(17)을  마스크로하여  W막(16)을  이방성 
에칭하였다.  이때,  에칭가스로서는 SF6+CHF3 의  혼합가스를  이용하고,  압력은  30mTorr,  인가전력은 

200W로  하였다. W막(SiO2 도  마찬가지)표면에는  에칭제(etchant)로서의  불소입자에  의한  반응성 이온

에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칭속도가  빠른데  반해,  산화알루미늄에서는  물리적인  스퍼터링에 의
한  에칭만이  진행되기  때문에  에칭속도가  느리다.  이  조건에서의  에칭속도와  선택비를  측정한 결과
를  제2도에  나타낸다.  이들  결과로부터  W막의  에칭시에  산화알루미늄막은  충분한  선택비(=20)를 얻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제1도(i)에  나타낸  바와  같이  95℃로  가열한  농도  30%의  수산화칼륨용액에  의해  Cr막(14)을 
마스크로하여 Si기판(11)을 액상에칭제거함으로써, 30mm 직경의 개구부을 형성하였다.

더욱이,  제1도(j)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사방지막으로서의  산화알루미늄막(13)을  반응성 스스퍼터링
법에의해 X선 투과막의 X선 흡수체 패턴의 소정 면과는 반대층에 막두께 3l7nm로 되도록 
퇴적하였다.

이상의  공정에  의해  형성된  X선  마스크의  가시광  투과율을  측정한  바,  633nm의  파장에서  92%이었다. 
또,  X선  스텝퍼의  얼라인먼트신호도  높은  S/N비로  검출할  수  있고,  거칠은  패턴인  얼라인먼트마크 
아래에서도 반사방지막인 산화알루미늄의 막두께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X선  마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X선  마스크중의  면내  패턴의  위치어긋남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측정영역은  마스크중의  십자패턴을  포함한  20×20mm의  영역으로  하고,  이  마스크중의  십자패턴의 설
계치에  대한  위치어긋남을  니콘사제  「광파  31」에  의해  측정·평가한  바,0.03μm(3α)  이하로 현격
하게  작은  값이었다.  더욱이,  SEM에  의해  X선  흡수체  패턴의  형상을  관찰한  바,  엣지거칠기(edge 
roughness)도 없고, 0.15μm의 선폭의 미세패턴의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X선  흡수체는 W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Ta,Mo  및  이들의 질화물이나 탄화물,  Au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X선  투과성 박막에 있어서
도  SiC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이아몬드,  SiNx,  BC,  보론을  도우프한  실리콘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더욱이,  보강틀도  실리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리콘의  화합물이나  파이렉스 글라스
(Pyrex(상표명)  glass  :  내열유리)등의  유리라도  좋다.  또,  산화알루미늄의  형성방법에  대해서도 스
퍼터링에  한정되는  것은아니고,  양극산화나  플라즈마산화  등을  이용하도록  해도  좋다.  그밖에,  본 
발명의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이  예에서는  반사방지막으로서  제1실시예의  산화알루미늄  대신에 SiO2 막(23)을  이용하고,  또한  이 

SiO2 막(23)의  형성시에  표면이  평활하게  될때까지  충분히  두껍게  형성하며,  이후  원하는  두께까지 

에치백하도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밖의 공정에 대해서는 제1실시예와 동일하다.

제3도(a)  내지  제3도(j)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X선  마스크의  제조공정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먼저  RF  유도가열방식의  감압  CVD(LPCVD)  장치를  이용하여  그래파이트  표면에 
SiC를  코팅한  서셉터상에  직경  Ø=3인치,  두께  550μm,  면방위(100)의  양면연마 실리콘기판(마스크
기판  지지체  ;  21)을  탑재하고,  HCl가스에  의해  표면을  에칭한다.  여기서는  기판온도를  1100℃로 하
였다.  이와  같이  하여,  실리콘기판(21)  표면에  존재하는  자연산화막  및  중금속류의  오염물을 제거하
였다. 이에 따라, 실리콘기판 표면의 청정화처리가 완료된다.

이어서,  제3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실리콘기판  표면에  막두께  1μm의  SiO막(22)을  퇴적한 
후,  LPCVD법에  의해  반사방지막으로서 산화실리콘(SiO 2  :  23)DMF  600nm  정도  퇴적한다.  여기서, 퇴

적조건은  원료가스로 Si(OC2H5)4 를  이용하고,  기판온도  750℃,  압력  1.0Torr로  하였다.  이때, 산화실

리콘막  표면은  SiC막(22)  표면의  凹凸을  흡수하여  충분히  평활한  상태로  되어  있다.  이때의  퇴적막 
두께와  표면  거칠기와  관계를  측정  결과를  제4도에  나타낸다.  이  도면으로부터,  600nm  이상 퇴적하
면 충분한 평활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제3도(b)에  나타낸  바와  같이 CF4+O2 의  혼합가스를  에칭가스로서  이용한  화학적  드라이에칭에 

의해  원하는  두께인  215nm까지  에칭하였다.  여기서,  에칭조건은 CF4 가스의  유량을 20sccm,O2 유량을 

10sccm으로  하고,  압력  100mTorr에서  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산화실리콘막  표면의  표면 
거칠기를  STM을  이용하여  측정한바,10nm(p-v)로  충분히  평활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때, 에칭후
의  막두께와  평탄도와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를  제5도에  나타낸다.  이  결과로부터,  에칭백에  의해 더
욱  평탄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자빔을  이용한  진공증착장치를  이용하여 실리콘기판
(21)의  이면에  막두께  0.1μm의  Cr막(24)을  퇴적시키고,  통상의  포토리소그래피기술에  의해  이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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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막(24)의 중앙부에 30mn 직경의 개구부를 갖춘 레지스트(25)를 형성한다.

다음에,  제3도(c)에  나다낸  바와  같이  초산  제2세륨  암모늄용액에  의해  레지스트패턴(25)을 마스크
로하여  Cr막(24)을  액상체칭하였다.  이후,  마그네트론  DC스퍼터렁장치에  의해  SiC막(22)상에  막두께 
0.5μm의  W막(26)을  퇴적하였다.  여기서,  스퍼터링의  전력은  1kW로  하고,  가스압력을  밀도가  큰 W막
을  형성할수  있는  저압력측에서  응력이  제로로되는  3mTORR로  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된  W막(26)의 

응력은 Si기판(21)의휘어짐으로부터 측정한결과, 3×10
8
dyn/㎠이었다.

다음에,  제3도(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너지  180keV로  W막(26)에 3×10
15

atoms/㎠의  도우즈량으로 
Ar이온을  이온주입하여  W막(26)의  응력을  제로로  하였다.  그리고,  W막(26)상에  스퍼터링법에  의해 
에칭마스크로서 막두께 50nm의 산화알루미늄막(27)을 퇴적한다.

이후,  제3도(e)에  나타낸  바와  같이 SiO2 막으로  코팅된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보강틀(28)과  마스크 

지지체인  Si기판(21)을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접합에  의해  접착하였다.  직접접합이란 접착면
을  경면으로함으로써  접착면의  사이에서  작용하는  원자간의  힘에  의해  접착하는  방법이다.  접합은, 
보강틀(28)을  탄성제인  두께  1mm의  고무를  이용한  스테이지상에  유지하고,1.0kg/㎠의  가압력을 1분
간  인가함으로써  행하였다.  또,  이  직접접합은  접착면에  공기가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중에
서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400℃에서  3분간의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열처리를  가하는  것은, 
열처리를 행함으로써 접착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3도(f)에  나탄낸  바와  같이  W막(26)에  전자빔  레지스트(29)로서  막두께  0.5μm의 화학증
폭형의  레지스터(SAL601)를  도포하고, N2 분위기중에서  150℃로  베이킹함으로써  전자빔 레지스트(2

9)중의  용매를  제거한  후,  전자빔  묘화장치에  의해  레지스트(29)를  묘화하여  원하는  패턴(최소선택 
0.15μm)을 형성하였다. 이때의 도우즈량은 30μC/㎠으로 하였다.

더욱이,  제3도(g)에  나탄낸  바와  같이  ECR형  플라즈마  에칭장치에  의해  에칭가스 Cl2+H2 를  이용하여 

레지스트(29)를 마스크로 해서 산화실리콘(27)을 에칭하였다.

그리고,  제3도(h)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화실리콘막  패턴(27)을  마스크로  하여  W막(26)을  이방성 에
칭하였다.  이때,  에칭  가스로서는 SF6+CHF3 의  혼합가스를  이용하고,  압력은  30mTorr,  인가전력은 

200W로 하였다.

다음에,  제3도(i)에  나타낸  바와  같이  95℃로  가열한  농도  30%의  수산화칼륨용액에  의해  Cr막(24)을 
마스크로 하여 Si기판(21)을 액상에칭제거함으로써, 30mm직경의 개구부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제3도(j)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사방지막으로서  산화실리콘막(23)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해 X선 투과막의 X선 흡수체 패턴의 소정 면과는 반대측에 막두께 215mm로 되도록 퇴적하였다.

이상의  공정에  의해  형성된  X선  마스크의  가시광  투과율을  측정한  바,  633mm의  파장에서  92%이었다. 
이  X선  마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X선  마스크중의  면내  패턴의  위치어긋남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측
정영역은  마스크중의  십자패턴을  포함하는  20×20mm의  영역으로  하고,  이  마스크중의  십자패턴의 설
계치에  대한  위치어긋남을  니콘사제「광파  3I」에  의해  측정  평가한  바,0.03μm(3α)이하로 현저하
게  작은  값이었다.  더욱이,  SEM에  의해  X선  흡수체  패턴의  형상을  관찰한  바,  엣지거칠기도  없고 
0.15μm의 선폭의 미세패턴이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반사방지막으로서  산화실리콘막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그 
밖에  산화크롬이나  산화알루미늄,  질화실리콘  등  다른  재료를  이용해도  좋다.  더욱이,  반사방지막의 
퇴적방법으로서는  LPCVD법  외에  스퍼터링법,  CVD법  등을  이용해도  좋고,  또  에치백공정에서의 에칭
방법으로서도 반응성 이온에칭이나 ECR에칭, 이온밀링 등을 이용해도 좋다

(제 3 실시예)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본  예에서는  반사방지막으로서  제2실시예의 SiO2 막(23)의  형성시에  회전도포법을  이용하여  표면이 

평활하게 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밖의 공정에 대해서는 제2실시예와 동일하다.

제6도(a)  내지  제6도(j)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X선  마스크의  제조공정을  나다낸  단면도이다. 
제2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먼저  RF유도가열방식의  감압  CVD(LPCVD)장치를  이용하여  그래파이트 표면
에  SiC를  코팅한  서셉터상에  직경  Ø=3인치,  두께  550μm,  면방위(111)의  양면연마 실리콘기판(마스
크기판지지체  ;  31)을  탑재하고,  HCl가스에  의해  표면을  에칭한다.  여기서는  기판온도를  1100℃로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실리콘기판(31)  표면에는  존재하는  자연산화막  및  중금속류의  오염물을 제거
하였다. 이에 따라, 실리콘기판 표면의 청정화처리가 완료된다.

이어서, 제6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실리콘기판 표면에 막두께 1㎛의 SiC막(32)을 퇴적한다.

이후,  제6도(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회전도포법에  의해  반사방지막으로서 산화실리콘(SiO 2  ;  33)을 

막두께  109mm로  되도록  도포형성한다.  여기서,  형성  조건은  도쿄오우카(東京應化)제의 SiO2 피막 형

성 도포액(SiO2 농도  5%)을  회전수  3000rpm으로  회전도포하고,250℃의  질소분위기중에서  30분간 가열

처리를  행하였다.  이때, SiO2 막의  표면  거칠기를  STM을  이용하여  측정한  바,1nm(pv)로  평탄한 상태

이었다.  SiC막의  표면  거칠기와 SiO2 막  도포후의  표면  거칠기와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를  제7도에 나

타낸다.  이  결과로부터  대폭적으로  표면이  평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상층
에  질화알루미늄막(34)을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한다.  이때,  타깃으로서는  알루미늄을  이용하고, 
스퍼터링가스로서는  Ar과 N2 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질화  알루미늄(34)은  W막의 패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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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에칭스톱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제6도(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qla을  이용한  진공증착장치를  이용하여  실리콘기판(31)의 
이면에  막두께  0.1μm의  Cr막(35)을  퇴적시키고,  통상의  포토리소그래피기술에  의해  이면의 Cr막
(35)의 중앙부에 30mm직경의 개구부를 갖춘 레지스트패턴(36)을 형성한다.

다음에,  제6도(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산  제2세륨  암모늄용액에  의해  레지스트패턴(36)을 마스크
로하여 Cr막(35)을 액상에칭하였다.

이후,  제6도(e)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그네트론  DC스퍼터링장치에  의해  질화알루미늄막(34)상에 막
두께  0.5μm의  W막(37)을  퇴적하였다.  스퍼터링의  전력은  1kW로  하고,  가스압력을  밀도가  큰  W막을 
형성할  수  있는  저압력측에서  압력이  제로로되는  3mmTorr로  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된  W막(37)의 응

력은  Si기  판(31)의  휘어짐으로부터  측정한  결과, 3×10
8
dyn/㎠이었다.  다음에,  에너지  180keV로 W

막(37)에 3×10
15

atoms/㎠의  도우즈량으로  Ar이온을  이온주입하여  W막(37)의  응력을  제로로하였다. 
그리고,  W막(37)상에  스퍼터링법에  의해  에칭마스크로서  막두께  50nm의  산화알루미늄막(38)을 퇴적
한다.

더욱이,  제6도(f)에  나타낸  바와  같이 SiO2 막으로  코팅된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보강틀(39)과  마스크 

지지체인 Si기판(31)을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접합에 의해 접착하였다.

다음에,  제6도(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화알루미늄막(38)상에  전자빔  레지스트(40)로서  막두께 0.5
μm의  화학증폭형의  레지스트(SAL601)를  도포하고, N2 분위기중에서  150℃로  베이팅함으로써  전자빔 

레지스트(40)중의  용매를  제거한  후,  전자빔  묘화장치에  의해  레지스트(40)를  묘화하여  원하는 패턴
(최소선폭 0.l5μm)을 형성하였다. 이때의 도우즈량은 13μC/㎠으로 하였다.

더욱이,  제6도(h)에  나타낸  바와  같이  ECR형  플라즈마  에칭장치에  의해  에칭가스 Cl2+H2 를  이용하여 

레지스트(40)를 마스크로 해서 산화알루미늄막(38)을 에칭하였다.

그리고,  제6도(i)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화알루미늄막  패턴(38)을  마스크로  하여  W막(37)을  이방성 
에칭하였다.  이때의  에칭가스로서는 SF6+CHF3 의  혼합가스를  이용하고,  압력은  20mTorr,  인가전력은 

200W로 하였다.

다음에,  제6도(j)에  나타낸  바와  같이  95℃로  가열한  농도  30%의  수산화칼륨용액에  의해  Cr막(35)을 
마스크로 하여 Si기판(31)을 액상에칭제거함으로써,30mm 직경의 개구부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제6도(j)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사방지막으로서의  산화실리콘막(41)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해 X선 투과막의 X선 흡수체 패턴의 소정 면과는 반대측에 막두께 109nm로 되도록 퇴적하였다.

이상의  공정에  의해  형성된  X선  마스크의  가시광  투과율을  측정한  바,  633nm의  파장에서  92%이었다. 
이  X선  마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X선  마스크중의  면내  패턴의  위치어긋남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측
정영역은  마스크중의  십자패턴을  포함하는  20×20mm의  영역으로  하고,  이  마스크중의  십자패턴의 설
계치에  대한  위치어긋남을  니큰사제  「광파  3I」에  의해  측정·평가한  바,  0.03μm(3σ)이하로 현격
하게  작은  값이었다.  더욱이,  SEM에  의해  X선  흡수체  패턴의  형상을  관찰한  바,  엣지거칠기도  없고 
0.15μm의 선폭의 미세패턴이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4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4실시예로서,  MOSFET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산화알루미늄막을  W막의  패터닝시에 
에칭마스크로서 이용한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9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51)표면에  소자분리영역(52)을  형성한  후  게이트 절연막
(53)을  형성하고,  더욱이  CVD법에  의해  n+다결정  실리콘  막(54)  및  W막(55)을  형성한다.  그리고 더
욱이, 스퍼터링에 의해 산화알루미늄층(56)을 형성한 후, 그 상층에 레지스트패턴(57)을 형성한다.

그리고,  레지스트패턴(57)을  마스크로  하여 BCl3 에  의해  산화알루미늄(56)을  패터닝하고,  이 산화알

루미늄막  패턴(56)을  마스크로  하여  W막(55)을  이방성  에칭하였다.  이때의  에칭가스로서는 SF6+CHF3

의  혼합가스를  이용하고,  압력은  30mTorr,  인가전력은  200W로  하였다.  여기서,  W막  표면에서는 에칭
제로서의  불소입자에  의한  반응성  이온에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칭속도가  빠른데  반해, 산화
알루미늄에서는  물리적인  스퍼터링에  의한  에칭만이  진행되기  때문에  에칭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충
분한 선택비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치수 정밀도가 높은 W막 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다결정 실리콘막을 에칭하여 폴리사이드게이트를 얻는다.(제 9도(b))

이후, 상기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주입을 행함으로써 소오스·드레인영역(58)을 
형성하고,  레지스트패턴(57)을  박리(剝離)함으로써  MOSFET가  형성된다.  여기서,  산화암루미늄(56)은 
게이트상에  절연막으로서  그대로  남겨두어도  좋다.  이와  같이,  W막의  에칭에  산화알루미늄막  패턴을 
마스크로 하였기 때문에, 극히 고정밀도의 패터닝을 행할 수 있어 소자의 미세화에 적합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평탄하면서  균일한  반사방지막을  갖춘  X선  마스크를 형성
할수 있기 때문에, 가시광 투과율이 높은 X선 투과막을 갖춘 X선 노광마스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에칭선택비가 높은 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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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X선  투과성  박막성에  형성된  X선  흡수체  박막패턴과,  상기  X선  투과성박막상에  형성된 반사방지막으
로서의 산화알루미늄막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X선 마스크.

청구항 2 

X선  투과성  박막을  형성하는  X선  투과성  박막  형성공정과,  상기  X선  투과성  박막상에  반사방지막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사방지막  표면을  산화알루미늄으로  피복하는  산화알루미늄  형성공정,  X선 흡
수체  박막  형성공정  및,  상기  산화알루미늄을  에칭스톱퍼로  이용하여  상기  X선  흡수체  박막을 원하
는 형상으로 패터닝하는 에칭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X선 마스크의 제조방법.

청구항 3 

X선  투과성  박막상에  반사방지막을  X선  투과막의  표면  거칠기가  충분히  저감되는  정도까지  두껍게 
형성하는  반사방지막  퇴적공정과,  상기  반사방지막을  원하는  두께까지  에치백하는  에칭  공정  및, X
선  흡수체  박막페턴을  형성하는  X선  흡수체  형성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X선 마스
크의 제조방법.

청구항 4 

X선  투과성  박막상에  반사방지막을  회전도포법에  의해  형성하는  반사방지막  도포공정과,  상기  반사 
방지막의  상층에  X선  흡수체  박막패턴을  형성하는  X선  흡수체  형성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X선 마스크의 제조방법.

청구항 5 

X선  투과성 박막을 형성하는 X선  투과성 박막 형성공정과,  상기 X선  투과성 박막의 상층에 X선 흡수
체  박막을  형성하는  X선  흡수체  박막  형성공정,  상기  X선  흡수체  박막상에  스퍼터링에  의해 산화알
루미늄층을  퇴적한  후,  원하는  형상으로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을  형성하는  산화알루미늄층  패턴 형성
공정  및,  상기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X선  흡수체  박막을  에칭하는  X선  흡수체 
패턴 형성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X선 마스크의 제조공정.

청구항 6 

피에칭층상에  산화알루미늄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산화알루미늄막상에  하전입자빔  묘화  혹은 
전자파에  의한  패턴전사에  의해  원하는  감광재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감광재  패턴을 에칭마스
크로  해서  상기  산화  알루미늄막을  에칭하여  산화알루미늄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산화알루
미늄  패턴을  에칭  마스크로  하여  피에칭층을  에칭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정으로 하
는 패텅형성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알루미늄층  패턴  형성공정은,  스퍼터링법에  의해  산화알루미늄층을 퇴적
하는  스퍼터링공정과,  상기  산화알루이늄층을  원하는  형상으로  패터닝하는  패터닝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8 

X선  투과성  박막상에  형성된  반사방지막과,  상기  반사방지막상에  형성된  산화알루미늄막  및,  상기 
산화알루미늄막상에 형성된 X선 흡수체 패턴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X선 마스크.

청구항 9 

X선  투과성  박막상에,  X선  투과막의  표면의  거칠기가  충분히  저감되는  정도가지  두껍게  형성한  후, 
원하는  두께까지  에치백한  반사방지막과,  X선  흡수체박막  패턴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X선 마
스크.

청구항 10 

X선  투과성  박막상에,  회전도포법에  의해  형성한  반사방지막과,  상기  반사방지막상에  X선 흡수체박
막 패턴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X선 마스크.

청구항 11 

X선  투과성  박막상에  X선  흡수체박막을  형성한  후,  상기  X선  흡수체박막상에  스퍼터링에  의해 산화
알루미늄층을  퇴적하고,  원하는  형상으로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을  형성한  후,  상기  산화알루미늄층 
패턴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X선  흡수체박막을  에칭함으로써  형성한  X선  흡수체  패턴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X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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