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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다공성 물질(porous material)을 이용하여 하부 반사 방지막의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후노광 소성 공정에서

용매와 감광막 내의 산과의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은 기

판 상에 패턴 형성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패턴 형성층 상부에, 용매에 하부 반사 방지 물질이 포함된 하부 반사 방지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상부에 다공성 물질층을 접촉시키는 단계와,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에 포함

된 용매를 상기 다공성 물질층으로 빨아드려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상의 소정 부위에 감광막 패턴을 형

성하는 단계와, 상기 감광막 패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을 식각하는 단계 및 상기 감광막 패턴을 마

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패턴 형성층을 식각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다공성 물질(porous material), 용매(solvent), 핫 플레이트(hot plate)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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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하부 반사 방지막 없이 감광막을 코팅 후 이를 노광 및 현상한 모습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

도 2는 하부 반사 방지막 이용한 경우 감광막 두께에 따른 감광막 폭의 변화

도 3은 하부 반사 방지막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감광막 두께에 따른 감광막 폭의 변화

도 4는 하부 반사 방지막에 용매가 남아 푸팅(footing)이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SEM 단면도

도 5는 도 4의 개략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핫 플레이트 적용시의 모습을 나타낸 단면도

도 7a 내지 도 7d는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20 : 기판 21 : 하부 반사 방지막

22 : 다공성 물질층 30 : 핫 플레이트(hot plat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공성 물질(porous material)을 이용하여 하부 반사 방지막의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후노광 소성 공정에서 용매와 감광막 내의 산과의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

다.

근래 중자외선(MUV : Mid Ultra Violet) 영역의 광원으로 노광 공정을 진행시에는 웨이퍼에 감광막(Photo Resist)만을

코팅 후 노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서 보다 미세 패턴 형성을 위해 광원을 KrF와 같이, 원자외선(DUV : Deep Ultra Violet) 영역대로 바꾸면서

감광막 하측 웨이퍼로 광이 입사되어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 감광막 하부에 하부 반사 방지막(BARC : Bottom Anti

Reflective Coating)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단파장의 원자외선을 이용할 경우, 상기 단파장의 원자외선이 상기 감광막

을 통과하여 웨이퍼에서 반사하여, 입사되는 광원과 간섭을 일으켜 감광막의 프로파일(profile)을 불균일하게 하는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하부 반사 방지막은, 감광막을 통과한 광이 외부로 반사되지 못하

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감광막 패턴의 소정의 두께에 따른 동일한 임계 치수(CD : Critical

Dimension)를 얻기 위해서이다. 즉, 하부 반사 방지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사된 KrF 레이저는 웨이퍼(wafer) 상부에

서 반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감광막 패턴을 통해 외부로 나가게 된다. 그 동안 서로 보광 상쇄 반응이 이루어져서 감광막

패턴의 프로파일(profile)을 수직하게 만들지 못하고 사인 커브(sine curve)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스탠딩 웨이브

(standing wave)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방지하고, 수직에 가까운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

기 위해서, 하부 반사 방지막을 이용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종래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하부 반사 방지막 없이 감광막을 코팅 후 이를 노광 및 현상한 모습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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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과 같이, 기판(10) 상에 하부 반사 방지막 없이 감광막을 코팅 후, 이를 노광 및 현상하게 되며, 노광시 감광막을 투과

하여 기판(웨이퍼, 10) 상으로 입사된 광이 기판(10) 면에서 반사되어 입사되어 들어오는 광에 간섭되어, 패턴을 형성하고

자 하는 부위에 동일량으로 노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광되는 부위 측부에 불균일량 광량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현상

후에 형성된 감광막 패턴(1)의 측면이 울퉁불퉁하게 관찰되며, 이러한 감광막 패턴(10)은 두께별로 다른 임계 치수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상기 감광막이 파지티브 감광성을 갖는 물질이라면, 노광된 부분이 제거될 것이

고, 상기 감광막이 네거티브 감광성이라면, 노광된 부분이 남아있을 것이다.

도 2는 하부 반사 방지막 이용한 경우 감광막 두께에 따른 감광막 폭의 변화이며, 도 3은 하부 반사 방지막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감광막 두께에 따른 감광막 폭의 변화이다.

도 2와 같이, 하부 반사 방지막(BARC: Bottom Anti Reflective Coating)을 감광막 하부에 형성시에는, 감광막 두께(기판

면으로부터 형성된 감광막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노광 및 현상 후 형성된 감광막 패턴의 폭이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도 3과 같이, 하부 반사 방지막을 감광막 하부에 형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광 및 현상 후 형성된 감광막 패턴의

폭이 감광막 두께가 증가하면 할 수록, 일정한 주기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주기 내에서는 선형적이지 않고, 감광막의

패턴의 폭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경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하부 반사 방지막 없이 감광막을 노광 및 현상하여 감광막 패턴을 형성시에는 형성된 감광막 패턴의 측면 프로파일이

도 1과 같이, 사인파(sine curve) 형상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3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부 반사 방지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주기 내에서 상기 감광막의

두께에 따른 임계 치수의 변화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특히 디자인 룰(design rule)이 작은 미세 패턴을 형성시에는, 하부 반사 방지막을 이용하여 균일한

프로파일을 갖는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을 기판에 코팅하는 방법은 감광막과 마찬가지로, 스핀 코팅(spin coating)하여 형성하게 된

다.

먼저, 하부 반사 방지막 형성 물질을 먼저 용매(solvent)에 녹이고, 기판(wafer) 상에 이를 도포(coating)한 후 상기 기판

을 회전시켜 기판에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코팅이 이루어진다.

이어,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에 들어가 있는 용매를 증발시키는 소성(baking) 공정을 진행한다. 이 때, 소성 공정에서 용매

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노광 후 후노광 소성 공정에 영향을 미쳐 임계 치수가 적절히 나오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하부

반사 방지막을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에서는 소성 공정에서 용매의 완전한 제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도 4는 하부 반사 방지막에 용매가 남아 푸팅(footing)이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SEM 단면도이며, 도 5는 도 4의 개략 단

면도이다.

도 4 및 도 5와 같이, 종래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하부 반사 방지막 코팅 후에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에 포

함된 용매(solvent)를 제거하는 공정은, 핫 플레이트(hot plate)를 기판(10) 하부에 대응시켜, 열을 가하여 상기 용매를 증

발시켜 제거하도록 한다.

도 4 및 도 5는 하부 반사 방지막에 용매가 남아있게 되어, 푸팅(footing)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KrF 광원 이용에 사용하는 감광막(13)은 노광 후 현상시 현상액(developer)에 ??함된"산"(H+)(15)을 통해 감광막의 결합

이 깨지게 한다. 하지만, 용매가 남아있는 하부 반사 방지막(11)은 바로 위에 발생된 감광막(13)에 침투되는 산과 결합을

하여 상기 산을 중화시킨다.

그 결과로, 상기 감광막(13)의 결합을 깨야 하는 산 성분이 없어져서 중화된 부분에서의 감광막(13)은 현상 후에도 남아있

게 되어, 감광막(13)의 상부(top)와 하부(bottom)의 임계 치수(폭, CD: Critical Dimension)가 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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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하부 반사 방지막의 코팅시 포함되는 용매(solvent)는 휘발성의 물질이고 열을 가하면 증발되게 된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을 거치게 되면 완전한 제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종래의 공정에서는 소자의 열화를 방지하려면 완전한 증발이 이루어지는

충분한 시간동안 가열하지 못한다. 즉, 소성에 드는 공정 시간을 줄일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가능하면 단시간에 증발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KrF 광원 이용에 사용하는 감광막은 노광 후 현상시 현상액(developer)에 ??함된"산"(H+)을 통해 감광막의 결합이 깨지

게 한다. 하지만, 용매가 남아있는 하부 반사 방지막은 바로 위에 발생된 감광막에 침투되는 산과 결합을 하여 상기 산을

중화시킨다.

그 결과로, 상기 감광막의 결합을 깨야 하는 산 성분이 없어져서 중화된 부분에서의 감광막은 현상 후에도 남아있게 되어,

감광막의 상부(top)와 하부(bottom)의 임계 치수(폭, CD: Critical Dimension)가 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KrF 광원 이용에 사용하는 감광막은 노광 후 현상시 현상액(developer)에 ??함된"산"(H+)을 통해 감광막의 결합이 깨지

게 한다. 하지만, 용매가 남아있는 하부 반사 방지막은 바로 위에 발생된 감광막에 침투되는 산과 결합을 하여 상기 산을

중화시킨다.

그 결과로, 상기 감광막의 결합을 깨야 하는 산 성분이 없어져서 중화된 부분에서의 감광막은 현상 후에도 남아있게 되어,

감광막의 상부(top)와 하부(bottom)의 임계 치수(폭, CD: Critical Dimension)가 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부 반사 방지막 내부의 용매(solvent)의 완전한 제거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단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방법의 소성 공정(bake process)이 개발되어야 한

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다공성 물질(porous material)을 이용하여 하부 반사 방지

막의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후노광 소성 공정에서 용매와 감광막 내의 산과의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제

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패턴 형성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패턴 형성층 상부에, 용매에 하부 반사 방지 물질이 포함된 하부 반사 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상부에 다공성 물질층을 접촉시키는 단계와,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에 포함된 용매를 상기 다공성 물질층으로 빨아드려 제

거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상의 소정 부위에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감광막 패턴을 마스크로 이

용하여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을 식각하는 단계 및 상기 감광막 패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패턴 형성층을 식각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에 그 특징이 있다.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내의 용매를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기판에 열을 가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열은 상기 기판 하측에 핫 플레이트를 위치시켜 이루어진다.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의 형성은 상기 용매를 포함한 하부 반사 방지 물질을 상기 패턴 형성층 상부에 도포한 후 이를 회전

시켜 이루어진다.

하부 반사 방지 물질은 흡광성 고분자로 이루어진다.

상기 용제는 유기 용제이다.

상기 유기 용제는 에틸 락테이트(ethyl lactate) 및 PGMEA(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중 어느 하

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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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공성 물질층은 다공성의 흡유성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다.

상기 다공성 물질층은 아크릴 아미드(acryl amide)계 단량체, 폴리스티렌 유도체계,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 및 폴리노르본(polynorborne)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6은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핫 플레이트(hot plate) 적용시의 모습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6과 같이,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은, 기판(20) 상에 하부 반사 방지막(21)을 형성한 후, 감광막(미도시)을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상에 형성하기 전에,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내부에 남아있는 용매(solvent)를 제거하는 공

정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상부에 다공성 물질층(22)(porous material)을 접촉시켜, 상기 용매

가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내부의 공동(cavity) 내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용매의 제거는 상기 기판(20)을 핫 플레이트(30)(hot plate) 상에 위치시켜, 가열하여 진행됨으로써,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내부에 완전히 용매가 제거되게 되면, 상기 핫 플레이트(30)와 상기 다공성 물질층

(22)을 제거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내부의 용매(solvent)가 상기 다공성 물질층(22) 내로 빠져나가는 원리를 설명한

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펀지는 물을 쉽게 흡수한다. 이는 스펀지가 다공성(porous)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공성의 구조란 매질 내에 일종의 빈틈이 여기저기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표면이 매끈하게 딱딱한 것이 아

니라 움푹 파여 있거나 구멍이 있는 모양을 가진다. 다공성의 물질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액체를 빨아들이

는 힘을 가지게 된다. 또한, 빨아들인 액체는 표면 장력에 의해서 다시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모세관 현상은 물이 담겨져 있는 통에 유리관을 살짝 집어넣으면 유리관 안으로 주변의 수면보다 높게 물이 차오르는 현상

을 말한다. 또한, 표면 장력은 우리가 물방울을 책상에 떨어뜨리면 확 퍼지는 것이 아니라 둥근 모양을 유지하면서 있는 것

인데, 이는 물 분자끼리의 결합력이 물분자와 책상과의 결합력보다 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을 이용

하게 되어 스펀지는 물을 쉽게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는, 상술한 다공성의 물질이 갖는 모세관 현상과 표면 장력을 이용함으로써,

고분자로 이루어진 다공성의 물질을 소성(baking) 공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부 반사 방지막과 다공성의 물질을 접촉시

켜두면 가열에 따른 증발에 의해서만 용매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도 제거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공정에서 이용되는 소성(baking) 온도(핫 플레이트에 의한 가열 온도)는 하부 반사 방지막 물질이 크로스 링크

(cross link)가 이루어지는 온도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소성 도중에 하부 반사 방지막의 경화가 이루어지므로 다

공성의 물질을 위에 접촉한다고 해서 하부 반사 방지막 자체의 손상(damage)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은, 고분자 화합물을 유기 용매에 녹여 액상으로 기판(20) 상에 스핀 코팅(spin-

coating)하여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상기 유기 용매와 고분자 화합물의 비율은 유기 용매 약 90%, 고분자 화합물은 10%

정도이며, 따라서, 코팅시에 상기 기판(20) 상에 형성되는 하부 반사 방지막(21)은 액상이며, 소정의 경화공정을 거쳐 고형

성을 갖게 된다.

상기 유기 용매는, 에틸 락테이트(ethyl lactate), PGMEA(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등의 물질을

이용하며, 상기 고분자 화합물은 안트라센(anthracene)과 같은 흡광성 물질을 가진 스티렌(styrene) 계열을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다공성 물질층(22)이루는 다공성 물질로는 다공성의 흡유성 고분자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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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폴리 스티렌(poly-styrene) 유도체계,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 및 폴리노르본(polynorbornene)과

같은 고무재료가 가능하며, 또는 아크릴 아미드(acryl amide)계 단량체와 스티이렌(styrene)계 단량체들과의 중합으로 이

루어진 흡유성 고분자 신소재 등이 있다.

한편,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하부의 기판(20) 상에는 실제로 패턴이 형성될 패턴 형성층(미도시)이 형성될 것이며, 상

술한 바와 같이, 상기 패턴 형성층은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의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상

부 소정 부위에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여 이를 마스크로 하여 식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하부 반사 방지막의 용매 제거 방법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a 내지 도 7d는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이다.

도 7a와 같이, 기판(20) 상에 패턴 형성층(23)을 전면 증착한다.

이어, 상기 패턴 형성층(23) 상부에 하부 반사 방지막(21)을 도포(coating) 후, 상기 기판(20) 하측에 핫 플레이트(미도시)

를 적용하고, 하부 반사 방지막(21) 상부에 다공성 물질층(미도시, 도 6의 22)을 접촉시켜 가열하여, 상기 다공성 물질층

내로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내부에 포함된 용매를 증발시킨다.

이어, 상기 다공성 물질층(22)을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 표면으로부터 제거한다.

이어,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상부 전면에 감광막(25)을 도포한다.

도 7b와 같이, 상기 감광막을 노광 및 현상하여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상부 소정 부위에 감광막 패턴(25a)을 형성한다.

도 7c와 같이, 상기 감광막 패턴(25a)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21)을 식각하여 하부 반사 방지막 패턴

(21a)을 형성한다.

도 7d와 같이, 상기 감광막 패턴(25a)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패턴 형성층(23)을 식각하여 상기 감광막 패턴(25a) 하부

대응되는 부위에만 패턴 형성층(23)을 남겨 패턴(23a)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형성된 패턴으로는 예를 들어, 폴리 게이트가 그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외에도 식각이 필요한 소정의 물질층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반도체 소자 제조시 이러한 본 발명의 하부 반사 방지막 내부의 용매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하부

반사 방지막 내부의 용매를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감광막의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현상액을

적용 후, 노광 후 소성 공정(PEB : Post Exposure Bake)에서 현상액의 산 성분이 감광막 내부로 침투되어 노광된 부위에

감광막 내부 결합을 깨뜨려, 현상이 이루어지는 과정(파지티브 감광성 감광막의 경우)에 있어서, 하부 반사 방지막 내부에

는 용매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과정에 종래 문제가 되었던 중화로 인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적절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현상 후 두께별로 임계치수가 균일한 감광막 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하부 반사 방지막 이용시 문제가 되었던 하부 반사막 내부에 용매의 잔류로 인해 현상액의 산과 반응하여, 감광막의

현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즉, 하부 반사 방지막 내의 용매의 제거를 위해 하부 반사 방

지막 상부에 다공성 물질층을 접착시키며, 핫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기판을 가열하여 용매를 증발시킴으로써, 다공성 물질

층이 갖는 모세관 력과, 표면 장력을 이용하여 용매의 증발 속도와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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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부 반사 방지막 내부의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상부에 감광막을 도포한 후, 이의 현상시

현상액에 포함된 산 성분이 용매와 반응을 일으켜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공정 시간의 단축은 그만큼 생산 단가를 낮추며, 수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패턴 형성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패턴 형성층 상부에, 용매에 하부 반사 방지 물질이 포함된 하부 반사 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상부에 다공성 물질층을 접촉시키는 단계;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에 포함된 용매를 상기 다공성 물질층으로 빨아드려 제거하는 단계;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상의 소정 부위에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감광막 패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을 식각하는 단계; 및

상기 감광막 패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패턴 형성층을 식각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 내의 용매를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기판에 열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

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열은 상기 기판 하측에 핫 플레이트를 위치시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반사 방지막의 형성은 상기 용매를 포함한 하부 반사 방지 물질을 상기 패턴 형성층 상부에 도포한 후 이를 회전

시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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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반사 방지 물질은 흡광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용제는 유기 용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용제는 에틸 락테이트(ethyl lactate) 및 PGMEA(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중 어느 하

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물질층은 다공성의 흡유성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물질층은 아크릴 아미드(acryl amide)계 단량체, 폴리스티렌 유도체계,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 및 폴리노르본(polynorborne)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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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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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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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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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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