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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

요약

반도체소자의 패터닝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종횡비가 큰 감광막을 패터닝하기에 적당한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은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제1, 제2감광막을 차례로 형성하는 단계, 하부층 패턴 영역을 정의하여 하부층 패턴 영역의 이외의 상기 
제2감광막에 선택적으로 노광하는 단계, 상기 노광된 제2감광막을 베이킹하는 단계, 상기 베이킹된 제2감
광막을 마스크로 상기 제1감광막에 선택적으로 노광하는 단계, 그리고, 노광된 상기 제2감광막 및 노광되
지 않은 상기 제1감광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2f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내지 제1(c)도는 종래 반도체소자의 패터닝공정 단면도.

제2(a)도 내지 제2(f)도는 본 발명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패터닝공정 단면도.

제3(a)도 내지 제3(f)도는 본 발명 제2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패터닝공정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기판                       12 : 제1감광막

13 : 제2감광막                  14 : 포토마스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종횡비가 큰 감광막을 패터닝하기에 적당한 반
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에 관한 것이다.

리소그래피(lithography)라는 말은 원래 석판(石版)인쇄법을 의미하지만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패턴을 
전사(轉寫)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용어이다. 이와 같은 리소그래피 기술은 미세회로 공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서 집적회로(IC : Intergrated Circuit)의 미세패턴을 형성하는 기술로 빛을 
이용한 광리소그래피, 전자빔(E-Beam)을 이용한 전자빔 리소그래피, X선(X-ray)을 이용한 X선 리소그래피
로 분류된다.

광(photo)리소그래피 기술은 자외선(紫外線)을 노광원으로 이용하는 기술로서 표준적인 방법에서 패턴의 
전사를 위해 선택적으로 광을 투과시키는 포토마스크의 사용이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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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은 포토마스크를 투과한 광은 포토레지스트에 도달한후 포토레지스트에 잠상(潛像)을 형성
하고 현상공정를 거쳐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마스크로 이
용한 식각공정으로 소자를 원하는 패턴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이나 열 등 여러 형태의 에너지에 노출되었을때 내부구조가 바뀌는 특성을 가진 혼합물
로서 빛에 민감한 고분자이다. 이와 같은 포토레지스트는 양성과 음성의 두 가지 포토레지스트로 구분한
다. 그중에서 음성 포토레지스트는 광이 조사(照射)되면 광이 조사된 부분의 결합구조가 그물코 구조로 
경화(硬化)되고 미조사 부분은 현상공정으로 제거되는 포토레지스트이고, 양성 포토레지스트는 광이 조사
된 부분의 결합구조가 허술해지는 포토레지스트이다.

그리고,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 추세에 따라 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광원을 원자외선(DUV : Deep 
UltraViolet)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상기 원자외선의 파장은 248nm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i-
line 광스테퍼의 파장은 365nm이므로 상기 i-line 광과 원자외선 광에 대한 감광막의 반응은 다를 수 밖
에 없다. 즉, 광의 파장에 따른 감광막에 대한 강도는 원자외선이 i-line에 비하여 1/10 정도이므로 원자
외선을 노광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자외선 조사후 열을 가하면 감광막의 광분해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화학증폭형 감광막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이용한 식각패턴은 실제의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디바이스의 표면이 복잡한 단차를 갖고 있을 경우에 단차부에서는 포토레지스트의 두
께가 비정상적으로 된다거나 노광조건이 최적화하지 않는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미세화를 위해 포
토레지스트의 두께를 감소시키면 핀 홀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종래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1(a)도 내지 제1(c)도는 종래 반도체소자의 패터닝공정 단면도이다.

먼저, 제1(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1)상에 감광막(2)을 도포한다. 이 때, 상기 감광막(2)은 포지
티브형 감광막을 도포한다.

제1(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포토마스크(3)를 이용하여 상기 감광막(2)에 선택적인 노광공정을 실시한
다. 이때, 상기 노광된 부분의 감광막(2a)은 그 결합 구조가 허술해진다. 즉, 포지티브형 감광막으로 형
성하였기 때문이다.

제1(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노광된 부분의 감광막(2a)을 현상하여 제거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디자인 룰이 작아짐에 따라 감광막에 요구되는 패턴 사이즈는 작
아지나 감광막을 마스크로 이용한 식각공정시의 감광막의 식각 레지스턴스(resistance) 확보를 위하여 감
광막의 두께는 일정 두께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첫째, 패턴 사이즈에 비하여 감광막의 두께는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그에 따라 초점심도(DOF : Deep 0f 
Focus)가 넓어져야 하므로 정확한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둘째, 포토마스크를 이용한 노광공정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광의 회절현상으로 감광막이 경사를 갖고 현
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후속공정을 진행할 때 부정확한 패터닝공정의 발생으로 신뢰도 높은 반도체소자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종횡비가 큰 감광막을 패터닝할 때 서로 다른 파장의 광과 반응하는 두층의 감광막을 이용하여 초점심도
나 광의 회절 현상에 영향을 받지않고 정확한 패턴 사이즈를 갖는 감광막 패턴을 제공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패터닝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은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제1, 제2감광막을 차례
로 형성하는 단계, 하부층 패턴 영역을 정의하여 하부층 패턴 영역의 이외의 상기 제2감광막에 선택적으
로 노광하는 단계, 상기 노광된 제2감광막을 베이킹하는 단계, 상기 베이킹된 제2감광막을 마스크로 상기 
제1감광막에 선택적으로 노광하는 단계, 그리고, 노광된 상기 제2감광막 및 노광되지 않은 상기 제1감광
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2(a)도 내지 제2(f)도는 본 발명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패터닝공정 단면도이다.

먼저, 제2(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11)상에 제1감광막(12)을 도포한다. 이때, 상기 제1감광막(1
2)은  i-line  광  파장인  365nm  정도의  광에  반응하는  감광막으로  형성하며,  네가티브형  감광막을 
도포한다.

제2(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제1감광막(12)상에 제2감광막(13)을 도포한다. 이때, 상기 제2감광막
(13)은 원자외선(DUV : Deep Ultra Violet)광 파장인 248nm 정도의 광에 반응하는 감광막으로 형성하며, 
포지티브형 감광막을 도포한다.

제2(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부층 패턴 영역을 정의하여 포토마스크(14)를 이용한 노광공정으로 원자
외선을 노광한다. 이때, 노광된 제2감광막(13a)의 결합구조가 허술해진다. 즉, 포지티브형 감광막으로 형
성되었기 때문이다.

제2(d)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제2감광막(13)(13a)을 베이킹한다. 이때, 베이킹합에 따라 노광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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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부분의 상기 제2감광막(13)의 결합 구조가  더욱 단단해지고 원자외선에 대한 투과도는 높아지게 되
는데 노광된 제2감광막(13a)은 베이킹 공정후 원자외선에 대한 흡수성이나 반사성이 높아지게 된다.

제2(e)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제2감광막(13)(13a)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1감광막(12)에 전면 
노광한다. 이때, 상기 광은 i-line광 파장인 365nm 의 광파장을 갖는 광을 노광한다. 이때, 상기 노광된 
제2감광막(13a)으로는 광이 투과되지 않지만 노광되지 않은 제2감광막(13)으로는 광이 투과된다. 그러나, 
제1감광막(12)과 제2감광막(13)의 광에 대한 반응은 다르므로 제2감광막(13)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노
광된 제1감광막(12a)의 결합 구조만 단단해진다. 즉, 네가티브형 감광막이기 때문이다.

제2(f)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감광막에 대한 현상공정을 실시하면 노광된 제2감광막(13a)이 우선 
현상되고, 이어서, 제2감광막(13a)하부의 노광되지 않은 제1감광막(12)이 현상된다.

제3(a)도 내지 제3(f)도는 본 발명 제2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패터닝공정 단면도이다.

먼저, 제3(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21)상에 제1감광막(22)을 도포한다. 이때, 상기 제1감광막(2
2)은  i-line  광  파장인  365nm  정도의  광에  반응하는  감광막으로  형성하며,  포지티브형  감광막을 
도포한다.

제3(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제1감광막(22)상에 제2감광막(23)을 도포한다. 이때, 상기 제2감광막
(23)은 원자외선(DUV : Deep Ultra Violet)광 파장인 248nm 정도의 광에 반응하는 감광막으로 형성하며, 
포지티브형 감광막을 도포한다.

제3(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부층 패턴 영역을 정의하여 포토마스크(24)를 이용한 노광공정으로 원자
외선을 노광한다. 이때, 노광된 제2감광막(23a)의 결합구조가 허술해진다. 즉, 포지티브형 감광막으로 형
성되었기 때문이다.

제3(d)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노광된 제2감광막(23a)을 현상하여 제거한다. 이때, 노광되지 않은 
제2감광막(23)은 제거되지 않고 남게 된다. 이와 같은 노광되지 않은 제2감광막(23)은 원자외선이나 자외
선에 대한 마스킹 효과가 있다.

제3(e)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노광 및 현상되지 않은 제2감광막(23)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1
감광막(22)에 전면 노광한다. 이때, 상기 광은 i-line장 파장인 365nm의 광파장을 갖는 광을 노광한다. 
이때, 상기 제2감광막(23)으로는 광이 투과되지 않고 그 사이의 제1감광막(22)에만 선택적으로 노광되어 
노광된 제1감광막(22a)의 결합 구조가 허술해진다.

제3(f)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노광된 제1감광막(22a)을 현상하여 제거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패터닝하고자하는 감광막상에 얇은 두께의 감광막을 형성한 다음 얇은 두께의 감광막을 마스크로 
두꺼운 두께의 하부 감광막에 대한 노광공정을 실시하므로 초점심도를 높일 수 있고, 광의 해상도를 향상
시켜 현상공정을 마친 하부층 감광막 패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신뢰도 높은 반도체소자를 제공
할 수 있다.

둘째, 렌즈와 크롬층을 이용한 포토마스크 없이 노광공정을 진행하므로 광의 회절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신뢰도 높은 감광막 패턴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내가티브형 제1감광막 및 포지티브형 제2감광막을 차례로 형성하는 
단계; 하부층 패턴 영역을 정의하여 하부층 패턴 영역의 이외의 상기 제2감광막을 선택적으로 노광하는 
단계; 상기 노광된 제2감광막을 베이킹하는 단계; 상기 베이킹된 제2감광막을 마스크로 상기 제1감광막을 
선택적으로 노광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노광된 제2감광막 및 노광되지 않은 제1감광막을 현상하여 제거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감광막과 제2감광막은 서로 다른 광 파장에 반응하는 감광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감광막은 원자외선의 광에 반응하고, 상기 제1감광막은 i-line의 광에 반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

청구항 4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네가티브형 제1감광막 및 포지티브형 제2감광막을 차례로 형성하는 
단계; 하부층 패턴 영역을 정의하여 하부층 패턴 영역 이외의 상기 제2감광막을 선택적으로 노광하는 단
계; 상기 노광된 제2감광막을 현상하는 단계; 상기 현상되지 않은 제2감광막을 마스크로 상기 제1감광막
을 선택적으로 노광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노광된 제1감광막을 선택적으로 현상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패터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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