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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광에 의한 레지스트 패턴의 형성에 있어서는, 파장에 의한 미세화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할 필요
가 있다. 

노광에 의해 산을 발생하는 재료를 포함하는 레지스트 패턴 상을, 산의 존재로 가교하는 재료를 포함하는 
레지스트로 덮는다. 노광에 의해 레지스트 패턴 중에 산을 발생시켜, 계면에 생긴 가교층을 레지스트 패
턴의 피복층으로서 형성하고, 레지스트 패턴을 두껍게 한다. 이에 의해, 레지스트의 홀 직경의 축소, 분
리폭의 축소가 가능해진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마스크 패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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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1, 21 : 제1의 레지스트          2, 12, 22 : 제2의 레지스트

3 : 반도체 기판                           4, 14, 24 : 가교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할  때에  패턴의  분리  사이즈(isolation 
size) 또는 홀 개구 사이즈(opening size)를 축소한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finely isolated resist 
patterns)의 형성 방법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이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을 사용한 반도체 장
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디바이스의 고집적화에 수반하여, 제조 공정에 요구되는 배선 및 분리폭은 매우 미세화되어 있다. 
종래, 미세 패턴의 형성은 포토리쏘그라피 기술에 의해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고, 그런 후에 이 레지스
트 패턴을 마스크로하여 기저부의 각종 박막을 에칭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진다. 

따라서, 미세화의 출발점으로서, 포토리쏘그라피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되지만, 포토리쏘그라피 기술은 
레지스트 도토, 마스크 정렬(mask alignment), 노광,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세화에 대해서는 노광 
파장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의 노광에 의한 포토리쏘그라피 기술에서는, 그의 파장의 한계를 넘는 미세
한 레지스트 패턴의 형성은 곤란하였다. 본 발명은 분리 패턴, 홀 패턴의 미세화에 있어서, 파장 한계를 
넘는 패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 축소 형성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더욱 상세
하게는 그의 미세 분리 패턴 축소 형성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은  산을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레지스트  패턴을  반도체 기재
(semiconductor device layer)상에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의 레지스트 패턴 상에 산의 존재에 의해 
가교 반응(cross-linking reaction)을 일으키는 제2의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의 레
지스트로부터 산의 공급에 의해 상기 제2의 레지스트가 상기 제1의 레지스트에 접하는 부분에 가교막
(cross-linked  film)을  형성하는  처리  공정과,  상기  제2의  레지스트의  비가교  부분(non-cross-linked 
portions)을 박리(remove)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과, 이 레지스트 패턴을 마스크로 하여 상
기 반도체 기재를 에칭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은, 상기 제2의 레지스트 패턴을 산의 존대에 의해 가교 반응을 
일으키는 가교제를 포함하는 레지스트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은, 상기 제1의 레지스트 패턴을 노광에 의해 산을 발생하는 레
지스트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실시예 1]

제1도는 본 발명에서 대상으로 하는 미세 분리된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 패턴의 예를 나
타낸 도면이며, 제1(a)도는 미세 홀(fine holes)의 마스크 패턴(100), 제1(b)도는 미세 공간(fine spac
e)의 마스크 패턴(200)을 나타낸다. 제2도 및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미세 부닐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이다. 제1도 내지 제3도를 참조하여 이 제1실시예의 미세 분리 레
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또한 이를 이용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제2(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에, 광 조사(irradiation of light)에 의해 내부에 
산을 발생하는 기구를 갖는 제1의 포토레지스트(1)을 도모한다(예를 들어, 두께 0.70㎛정도). 이 제1의 
포토레지스트(1)에 사전 가열(prebake)(70~100℃에서 1분 정도의 열처리)을 한 후 Hg 램프의 g 선 또는 i 
선을 사용하고, 제1도와 같은 패턴을 포함하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투영 노광한다(예를 들어, 노광 시간은 
200mJ/㎠정도). 필요에 따라서, PEB로 열처리하고(예를 들어, PEB 온도 100~130℃), 포토레지스트의 해상
도를 향상시킨 후, TMAH(테트라암모늄하이드록사이드(tetra-ammonium hydroxide))의 약 2.0wt% 희석 수용
액을 사용하여 현상한다. 제2(b)도는 이렇게 하여 형성된 제1의 레지스트(1)의 패턴을 나타낸다. 

이 후, 필요에 따라 사후 현상 가열(post developing baking)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사후 가
열 온도는 110℃정도). 이 열처리는 후의 혼합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설정한다. 이
상은, 산을 발생하는 레지스트(1)을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종래의 레지스트 공정에 의한 레지스트 
패턴의 형성과 같다. 

다음에, 제2(b)도의 패턴 형성 후, 제2(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의 상에 산의 존대에 의
해 가교하는 가교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제1의 레지스트(1)을 용해하지 않는 용제에 용해된 제2의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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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2)를 도포한다. 

이 제2의 레지스트의 용매는 제1 제리스트의 패턴을 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2의 레지스트의 구
성예로서는, 우선 용매로서 물(순수물), 또는 물(순수물)과 IPA 등 알콜의 혼합 용매를 사용한다. 

또한, 제2의 레지스트로서는, 우선 수용성의 폴리비닐 아세탈(polyvinyl acetal)을 사용한다. 또한, 제2
의 제리스트로서, 폴리비닐 아세탈과 메톡시메틸올멜라민(methoxy-methylol-melamine)의 혼합물을 사용한
다. 또한, 메톡시메틸올멜라민과 폴리아릴아민(polyallyl-amine)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이들의 혼합물은 
레지스트재와 다른 가교성 화합물 내지 가교제와의 혼합물이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 베이스 폴리머로서 아크릴산계 폴리머,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pyrrolidone), 
폴리비닐 알콜(polyvinyl alcohol)등을 첨가하여도 좋다. 

다음에, 제2의 레지스트(2)의 도포 후, 필요에 따라 이를 사전 가열한다(예를 들어, 85℃ 정도). 이 열처
리는 후의 혼합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설정한다. 

다음에, 제3(d)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시 Hg 램프의 g 선 또는 i 선으로 반도체 기판(3)을 전면 노광
하고(예를 들어, 노광 시간은 200~1000mJ/㎠정도), 제1의 레지스트(1)중에 산을 생성시킨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제2레지스트(2)의 도포 후에 노광을 하여 제1레지스트(1)의 중에 산을 발생시키도록 한
다. 

또한, 반도체 기판(3)을 전면 노광하는 것 외에, 필요한 소정 부분만 선택적으로 노광하는 노광 마스크를 
사용하여 노광하여, 제2의 레지스트(2)가 제1의 레지스트(1)의 패턴과의 계면에 가교하는 영역과, 가교하
지 않는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제3(e)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을 열 처리(60~130℃)하고, 제1의 레지스트(1)로부
터의 산을 확산시켜 제2의 레지스트(2) 중으로 공급하여 제2의 레지스트(2)의 중의 제1의 레지스트(1)과
의 계면에서 가교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예를 들어, 혼합 가열 온도/시간은 60~130℃/90초). 이에 의해, 
제1의 레지스트(1)을 피복하도록 가교 반응을 일으킨 가교층(4)가 제2의 레지스트(2) 중에 형성된다. 

다음에, 제3(f)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물 또는 TMAH등의 현상액을 사용하여, 가교하지 않는 제2의 레지
스트(2)를 현상 박리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홀 직경 또는 분리폭을 축소한 레지스트 패턴을 얻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인 예로서, 제1의 레지스트(1)의 패턴의 분리폭이 0.4㎛일때, 제2의 레지스트
(2)의 도포막 두께는 400㎚(4000Å)로 하고, 가교층(혼합층)의 두께를 0.1㎛가 되도록 하여 제2의 레지스
트(2)상의 비가교 부분을 박리한 후의 레지스트 패턴의 분리폭이 0.3㎛로 되도록 한다. 

이상, 제3도를 참조한 제조 방법에 있어서는, 제1의 레지스트(1)로부터 노광에 의해 산을 발생하는 경우
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특례로서 본 발명자들은 제2의 레지스트(2)의 폴리비닐 아세탈을 사용
하는 경우, 적당한 가열 처리 온도(가열( bake) 온도), 예를 들어 150℃로 처리하면, 산 발생을 위한 노
광을 하지 않아도 제1레지스트 패턴과의 계면이 가교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 용매는 물(순수물)
로 좋다. 

다음에, 제2도 및 제3도에 있어서는,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을 반도체 기판(3)상에 형성하는 경우를 도
시하였지만, 이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공정에 따라서 실리콘 산화막 등의 절연층 상에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폴리실리콘막 등의 도전층상에 형성하는 일도 있다. 또한, 그 외 필요한 기재 상에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형성한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을 마스크로 하여 기저부의 각종 박막을 에칭하고, 
기저부 박막에 미세한 공간을 형성하거나 미세한 홀을 형성하여 반도체 장치를 제조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제1의  레지스트(1)을  제2의  레지스트(2)에  피복한  상태로  노광하기 
때문에, 제1의 레지스트(1) 중에서 발생하는 산의 양을 노광량에 의해 정확히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교층(4)의 막두께가 정밀하게 제어될 수 있다. 또한, 가열하여 가교하는 시간(혼합 가열(mixing bake)
시간)을 조정함으로써도 가교층의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적당한 노광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반도체 기판상에 선택적으로 노광하여 노광 부분에 비노광 부
분을 구분하고, 제2레지스트 패턴이 제1레지스트 패턴과의 경계부에서 가교하는 영역과 가교하지 않는 영
역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동일 반도체 기판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미세 홀 또는 미세 공간을 형
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제2의 레지스트(2)로서 제1의 레지스트(1)을 용해하지 않는 용제를 사용함으로써 후
공정에서 열처리에 의해 발생한 산을 용이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 

이 제1실시예에서, 제1의 레지스트(1)로서는 기제(基劑)로서 노보락을 사용하고, 산 발생제로서 나프토키
논디아지드계의 감광제를 사용하며,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형성된 포지형 레지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효
하다. 또한, 나프토키논디아지드계의 감광제는 노광에 의해 인덴 카르복시산(indene carboxylic acids)을 
생성하는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 2-나프토키논디아지드-5-술폰
산의 히드록시 화합물과의 에스테르체가 사용된다. 게다가, 노광에 의해 술폰산을 생성하는 1, 2-나프토
키논디아지드-4-술폰산의 히드록시 화합물의 에스테르체를 사용하여도 좋다. 

더우기, 제1의 레지스트(1)로서, 이 노보락/나프토키논디아지트계의 감광제의 혼합물에 트리아진계의 산 
발생제를 첨가한 포지형 레지스트를 이용하는 것도 유효하다. 트리아진계의 산 발생제로서는, 예를 들면 
트리클로로메틸 트리아진(tricholoromethyltriazine)이 사용된다. 

또한, 제1의 레지스트(1)로서, 기제로서 홀리히드록시 스티렌 유도체(polyhydroxystyrene derivative)를 
사용하고, 광산 발생제로서 오니움염 등을 사용하며,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형성된 포지형 레지스트를 사
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폴리히드록시 스티렌 유도체로서는 예를 들어 폴리히드록히스티렌의 tert-부톡시
카르복시산(bytoxycarboxylic)과의 에스테르체가 사용된다. 

다음에, 제1실시예의 제2의 레지스트(2)의 용매(용액)으로서는, 베이스 폴리머 및 가교성 화합물의 혼합
물을 용해하고 제1의 레지스트(1)을 용해하지 않는 용해도 파라메타(SP)가 높은 순수물, 또는 순수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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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류의 혼합 용액(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후자의 경우, 물에 대해 10% 이하의 알콜류(IPA, 
EtOH)의 혼합 용제가 좋다. 제1의 레지스트(1)은 용해도 파라메타(SP)가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
은 용해도 파라메타(SP)가 높은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또한, 알콜류로서는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등이 적합하다. 

또한, 제2의 레지스트(2)의 용매로서, 베이스 폴리머 및 가교성 화합물의 혼합물을 용해하고 제1의 레지
스트를 용해하지 않는 용해도 파라메타(SP)가 낮은 유기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제1의 레지스트
(1)은 용해도 파라메타(SP)가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해도 파라메타(SP)가 낮은 용제를 사용
하는  것이  유효하다.  또한,  유기  용제로서는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벤젠,  n-헥산, 시클로헥산
(cyclohexane)등이 적합하다. 

또한, 제2의 레지스트(2)로서는 우선 수용성의 폴리비닐 아세탈을 사용한다. 폴리비닐 아세탈은 그 자신
이 산에 의해 가교 반응을 일으키는 레지스트재이다. 그 자체가 산에 의해 가교하기 때문에 다른 가교성 
화합물을 혼입시킬 필요가 없다. 단, 메톡시메틸올멜라민을 가교성 화합물로서 첨가하여도 좋다. 이 폴리
비닐 아세탈을 제2의 레지스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가열 온도로 처리하면 제1의 레지스트 패
턴과의 계면에서 가교 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산 발생을 위한 노광이 필요없게 된다. 이 경우, 용매는 
상기와 같이 물(순수물)이 좋다. 

또한, 제2의 레지스트(2)로서 폴리비닐 아세탈과 메톡시메틸올멜라민과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또한, 메톡
시메틸올멜라민과 폴리아릴아민과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이들의 혼합물은 레지스트재와 다른 가교제와의 
혼합물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2의 레지스트에 포함시키는 가교제로서는, 예를 들면, 메톡시메틸올멜라민 등의 멜라
민 유도체가 사용된다. 

이와 같이, 산의 존재에 의해 가교 반응을 일으키는 제2의 레지스트는 레지스트제 그 자신이 가교성 화합
물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산의 존재에 의해 가교 반응을 일으키는 제2의 레지스트는 제리스트재로서
의 화합물과 가교제로서의 가교성 화합물을 혼합한 경우를 포함한다. 

더우기, 필요에 따라 베이스 폴리머로서 아크릴산계 폴리머,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 알콜 등을 첨가
하여도 좋다. 

이상은, 제1레지스트가 포지형인 경우에 대한 레지스트 패턴의 형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실
시예에 있어서는, 제1레지스트는 포지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형이어도 본 발명에 포함되는 것이
다. 이제, 네가형의 제1레지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로서는 예를 들면 메톡시메틸올멜라민 등의 멜라민 유도
체 등의 가교성 화합물과, 유기 할로겐계의 산 발생제와, 폴리히드록시 스티렌, 노보락 수지 등의 베이스 
폴리머의 혼합물에 의해 구성된 네가형 레지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2]

제4도 및 제5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
도이다. 제1도 및 제4도, 제5도를 참조하여, 이 제2실시예의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의 형성 방법, 아울
러 이를 사용하여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제4(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에 내부에 약간의 산성 물질을 함유하는 제1의 레지
스트(11)을 도포한다. 제1의 레지스트(11)을 사전가열(70~100℃에서 1준 정도의 열처리)을 실시한 후, Hg 
램프의 g선 또는 i선을 사용하여 제1도와 같은 패턴을 포함하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투영 노광한다. 제
4(b)도는 이렇게 하여 형성된 제1의 레지스트의 패턴(11)을 나타낸다. 

이 후, 필요에 따라 PEB(10~130℃)로 열처리 하여 포토레지스트의 해상도를 향상시킨 후, TMAH(테트라암
모늄하이드록사이드)의 약 2.0%의 수용액을 사용하여 현상한다. 

이 후, 필요에 따라 사후 현상 가열(post developing bake)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열처리는 후의 혼
합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설정한다. 이상은 산을 포함하는 레지스트(11)을 사용한다
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정으로서는 종래의 레지스트 공정에 의한 레지스트 패턴의 형성과 같다. 

다음에, 제4(b)도의 패턴 형성 후, 제4(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웨이퍼)(3)상에 산의 존재
에 의해 가교하는 가교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제1의 레지스트(11)을 용해하지 않는 용체에 용해된 제2의 
레지스트(12)를 도포한다. 

이 제2의 레지스트(12)의 용매는 제1의 레지스트(11)의 패턴을 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21의 레
지스트(12)의 구성예로서는, 우선 용매로서 물(순수물), 또는 물(순수물)과 IPA 등 알콜의 혼합 용제를 
사용한다. 

또한, 제2의 레지스트(12)로서는, 우선 수용성의 폴리비닐 아세탈을 사용한다. 또한 제2의 레지스트(12)
로서, 폴리비닐 아세탈과 메톡시메틸을 멜라민과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또한, 메톡시메틸올멜라민과 폴리
아릴아민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이들의 혼합물은 레지스트재와 다른 가교성 화합물 내지 가교제와의 혼합
물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2의 레지스트에 포함시키는 가교제로서는, 예를 들면 메톡시메틸을 멜라민 
등의 멜라민 유도체가 사용된다. 

더우기, 필요에 따라 베이스 폴리머로서 아크릴산계 폴리머,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 알콜 등을 첨가
하여도 좋다. 

다음에, 제2의 레지스트(12)의 도포 후, 필요에 따라 이를 사전 가열(prebake)한다. 이 열처리는 후의 혼
합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설정한다. 

다음에 제5(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을 열처리(60~130℃)하고, 제1의 레지스트(11)에 포
함되는 약간의 산성 물질로부터의 산의 공급에 의해 제2의 레지스트(12)의 제1의 레지스트와의 계면 근방
에서 가교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이에 의해, 제1의 레지스트(11)을 피복하도록 가교 반응을 일으킨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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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14)가 제2의 레지스트(12)중에 형성된다. 

다음에, 제5(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 또는 TMAH등의 현상액을 사용하여 가교하지 않는 제2의 레지스
트(12)를 현상 박리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홀 직경 또는 분리폭을 축소한 레지스트 패턴을 얻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제2의 레지스트(12)로서, 제1의 레지스트(11)을 용해하지 않는 용제를 사용함
으로써, 후공정에서 열처리에 의해 발생한 산을 용이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제2실시예에서의 제1의 레지스트(11)은 노광에 의해 산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고, 레지스
트막(11) 자체에 산을 포함하도록 조정되어 있고, 열처리에 의해 그 산을 확산시켜 가교시키도록 하고 있
다. 이 제1의 레지스트(11)에 포함시키는 산으로서는, 카르복시산계 저분자의 산 등이 적합하다. 

또한, 제1실시예에서 기술한 그 외에 제1의 레지스트(1)의 재료, 제2의 레지스트(2)의 재료는 각각 이 제
2실시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을 각종의 반도체 기재상에 형성하고, 이를 마스크로 하여 반도체 기재
에 미세한 분리 공간 또는 미세한 홀 등을 형성하는 일은 앞서 기술한 제1실시예와 같다. 

[실시예 3]

제6도 및 제7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의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
름도이다. 제1도 및 제6도, 제7도를 참조하여 이 제3실시예의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의 형성 방법, 아
울러 이를 이용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제6(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에 제1의 포토레지스트(21)을 도포한다. 제1의 포토
레지스트에 사전 가열(70~100℃에서 1분 정도의 열처리)을 실시한 후 Hg램프의 g선 또는 i선을 사용하여, 
제1도와 같은 패턴을 포함하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투영 노광한다. 필요에 따라 , PEB(10~130℃)로 열처리
하여 포토 레지스트의 해상도를 향상시킨 후, TMAH(테트라암모늄하이드록사이드)의 약 2.0% 희석 수용액
을 사용하여 현상한다. 제6(b)도는 이렇게 하여 형성된 제1의 레지스트의 패턴(21)을 나타낸다. 

이 후, 필요에 따라 사후 현상 가열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열처리는 후의 혼합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설정한다. 이상은 공정으로서는 종래의 레지스트 공정에 의한 레지스트 패턴의 형
성과 같다. 

다음에, 제6(b)도의 패턴 형성 후, 제6(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웨이퍼)(3)을 산성 용액에
서  침적  처리한다.  이  처리  방법은  통상의  패들  현상의  방식에서  좋다.  또한,  산성  용액의 증기화
(vaporize)(분무)를 행하여도 좋다. 또한, 이 경우의 산성 용액은 유기산, 무기산 어느 것이라도 좋다. 
저농도의 초산이 적합한 예로서 열거된다. 이 공정에서, 산이 제1의 레지스트의 패턴(21)의 계면 근방에 
스며들어,  산을  포함하는  얇은  층이  형성된다.  다음에,  제6(d)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물  행굼을 
한다. 

그 후, 제7(e)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의 레지스트 패턴(21)상에 산의 존재에 의해 가교하는 가교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제1의 레지스트(21)을 용해하지 않는 용제에 용해된 제2의 레지스트(22)를 도포한다. 

이 제2의 레지스트(21)의 용매는 제1의 레지스트(21)의 패턴을 용해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제2의 레지
스트(22)의 구성예로서는 우선 용매로서 물(순수물), 또는 물(순수물)과 IPA등 알콜의 혼합 용매를 사용
한다. 또한, 제2의 레지스트(22)로서는 우선 수용성의 폴리비닐 아세탈을 사용한다. 폴리비닐 아세탈은 
그 자신이 산에 의해 가교 반응을 일으키는 레지스트재이다. 또한, 제2의 레지스트(22)로서, 폴리비닐 아
세탈과 메톡시메틸올멜라민과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또한, 메톡시메틸올멜라민과 폴리아릴아민의 혼합물
을 사용한다. 이들의 혼합물은 레지스트재와 다른 가교재와의 혼합물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2의 레지스트(22)에 포함시키는 가교제로서는 예를 들어 메톡시메틸올멜라민 등의 멜
라민 유도체가 사용된다. 

더우기, 필요에 따라 베이스 폴리머로서 아크릴산계 폴리머,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 알콜 등을 첨가
하여도 좋다. 

제2의 레지스트(22)의 도포 후, 필요에 따라 제2의 레지스트(22)를 사전 가열한다. 이 열처리는 후의 혼
합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설정한다. 

다음에, 제7(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을 열처리(60~130℃)하여 가교 가열(bake)을 행하
고, 제1의 레지스트(21)로부터의 산의 공급으로 제2의 레지스트(22)의 제1의 레지스트(21)과의 계면 근방
에서 가교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이에 의해, 제1의 레지스트(21)을 피복하도록 가교 반응을 일으킨 가교
층(24)가 제2의 레지스트(22)중에 형성된다. 

다음에, 제7(g)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물 또는 TMAH등의 현상액을 사용하여 가교하고 있지 않는 제2의 
레지스트(22)를 현상 박리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홀 직경 또는 분리폭을 축소한 레지스트 패턴을 얻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이 제3실시예에 의하면, 노광 처리에 의해 제1의 레지스트(21)중에 산을 발생시키는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제1의 레지스트(21)상에 제2의 레지스트(22)를 성막하기 전에 산성 액체에 의해 표면 
처리를 실시하고, 열처리에 의해 산을 확산시켜 가교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제3실시예에서,  제1의  포토레지스트(21)로서는,  제1실시예에  사용한  노보락/나프토키논디아지드계의 
포지형 레지스트 또는 파라히드록시 스티렌 유도체와 오니움염 등의 광산 발생체의 혼합물에 의해 형성된 
포지형 레지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1실시예에서 기술한 그 외의 제1의 레지스트의 재료, 제2의 레지스트의 재료는 각각 이 제3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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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하여 형성한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을 각종의 반도체 기재상에 형성하고, 이를 마스크
로 하여 반도체 기재에 미세한 분리 공간 또는 미세한 홀 등을 형성하고,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일은 
이미 기술한 제1 및 제2실시예와 같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분리 패턴, 홀 패턴의 미세화에 있어서, 파장 한계를 넘는 패
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의 형성 방법이 얻어진다. 이에 의해, 홀 계 레지스트 
패턴의 홀 직경을 종래보다 축소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간계 레지스트 패턴의 분리폭을 종래보다 축소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하여 형성한 미세 분리 레지스트 패턴을 마스크로서 이용하여 반도체 기재에 미세 분리
된 공간 또는 홀을 형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산을 발생할 수 있는 제1의 레지스트 패턴을 반도체 기재(semiconductor device layer)상에 형성하는 공
정과; 상기 제1의 레지스트 패턴상에, 산의 존재에 의해 가교 반응(cross-linking reaction)을 일으키는 
제2의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의 레지스트로부터의 산의 공급에 의해 상기 제2의 레
지스트가 상기 제1의 레지스트에 접하는 부분에 가교막(cross-linked film)을 형성하는 처리 공정과; 상
기 제2의 레지스트의 비가교 부분(non-cross-linked portions)을 박리(remove)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
하는 공정과; 상기 레지스트 패턴을 마스크(mask)로 하여 상기 반도체 기재를 에칭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레지스트 패턴을 산의 존재에 의해 가교 반응을 일으키는 가교제를 포함하는 
레지스트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레지스트 패턴을 노광에 의해 산을 발생하는 레지스트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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