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G03F 1/08

(45) 공고일자   1998년12월15일

(11) 등록번호   특0160924

(24) 등록일자   1998년08월20일
(21) 출원번호 특1995-018860 (65) 공개번호 특1997-002453
(22) 출원일자 1995년06월30일 (43) 공개일자 1997년01월24일

(73) 특허권자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김주용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72) 발명자 한진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120-1 37/3 원미아트빌라 지-2
(74) 대리인 이권희, 이정훈

심사관 :    김현숙

(54) 노광 마스크

요약

본 발명은 노광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고집적화된 반도체소자의 미세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리소그래피공
정시 발생되는 라운딩현상으로 인하여 양각 또는 음각 형상의 패턴길이가 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패턴이 부착된 크롬패턴이 형성된 노광마스크를 형성함으로써 상기 노광마스크를 이용하여 반도체기
판 상부에 패턴을 형성할 때, 예정된 크기의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반도체소자의 신뢰성 및 수율율을 향상
시키고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노광마스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내지 제1d도는 종래의 제1실시예에 따른 노광마스크 및 이를 이용하여 형성한 감광막패턴을 도시
한 평면도.

제2a도 내지 제2d도는 종래 기술의 제2실시예에 따른 노광마스크 및 이를 이용하여 형성한 감광막패턴을 
도시한 평면도.

제3a도 내지 제3c도 그리고 제4a도 내지 제4c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노광마스크를 도시한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21,31,41,51,61,71,81,91,101,111,121,131,141 : 석영기판

13,23,33,43,53,63,73,83,93,103,113,123,133,143 : 크롬패턴

15,25,35,45,55,65 : 보조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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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노광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집적화된 반도체소자의 리소그래피(lithgrapy) 공정중 노광
공정시 빛의 산란 및 굴절로 인하여 근접된 부분의 감광막패턴에 빛이 집중됨으로써 발생되는 라운딩
(rounding) 현상을 방지하여 반도체소자의 신뢰성 및 수율을 향상시키고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가능하
게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64M DRAM 이상의 반도체 장치 제조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노광식각법을 사용하여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제조할 때, 반도체장치의 고집적화에 따라 형상의 폭이 작아지게 되고, 형상이 음각 혹은 양각의 요철구
조를 갖는 경우 노광작업시 빛의 굴절 및 산란, 간섭 등에 의해 라운딩효과(Rounding Effect)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마스크형상이 형성되는 길이가 폭에 따라 불균일하게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반도체장치
의 수율과 특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상기 라운딩효과는 노광식각법이 아닌 X-선 분광법, E-Beam 제조법 등의 아직은 실용화되지 않은 
차기 패턴 형성방법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므로 반도체장치의 제조에 있어서 라운
딩효과를 억제 혹은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a도 내지 제1d도는 종래의 제1실시예에 따른 노광마스크 및 이를 이용하여 형성한 감광막패턴을 도시
한 평면도이다.

제1a도를  참조하면,  석영기판(71)  상부에  크롬패턴(73)이  형성된  노광마스크(도시안됨)를  형성한다. 
이때, 상기 크롬패턴(73)은 양각형상으로 각각 패턴의 폭이 변화된 것이다.

제1b도를 참조하면, 상기 제1a도의 노광마스크를 이용한 노광 및 현상 공정으로 반도체기판(81) 상부에 
감광막패턴(83)을 형성한 것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이때, 상기 감광막패턴(83)은 라운딩효과가 나타나는 
정도가 양각구조의 폭에 따라 달라 각각 틀린 길이의 형상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점선부위
는 라운딩효과에 의해 형상이 줄어든 부위를 나타내며, 상기 줄어든 정도는 양각형상의 폭이 클수록 작게 
나타나고 양각형상의 폭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c도를 참조하면, 상기 제1a도에서 가장 큰 라운딩효과가 나타나는 작은선폭의 양각형상 노광마스크(도
시안됨)를 형성한 평면도로서, 석영기판(91) 상부에 크롬패턴(93)을 형성한 것이다.

제1d도는 상기 제1c도의 노광마스크를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반도체기판(101) 상부에 감광막패턴
(103)을 형성한 것이다. 여기서, 점선부위만큼 길이가 줄어들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양각구조가 트랜지스터(Transistor : T/R) 등으로 쓰이는 경우, 패턴의 크기가 변함으로 해서 
T/R특성이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반도체장치의 동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제2a도 내지 제2d도는 종래 기술의 제2실시예에 따른 노광마스크 및 이를 이용하여 형성한 감광막패턴을 
도시한 평면도로서, 상기 제1실시예에 의한 노광마스크와 상이 반대일 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의 노광마스크는 고집적화된 반도체소자형성시 더욱 더 발생되는 라운딩
효과에 의하여 반도체소자의 신뢰성 및 수율을 감소시키고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광마스크를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시 반
도체기판 상부에 패턴을 형성하고자 하는 고집적화된 부분에 보조패턴을 형성함으로써 라운딩을 억제하여 
예정된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반도체소자의 신뢰성 및 수율을 향상시키고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가능하
게 하는 노광마스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상기 본 발명의 마스크 제조방법에서 라운딩 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보조패턴을 형성할 경우, 상
기한 본 발명의 효과를 얻게 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노광마스크를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반도체기판 상부에 감광막패턴을 형성하는 경우, 라운딩효
과가 나타나는 정도가 양각구조의 폭에 따라 형성되는 감광막패턴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라운딩현상에 의해 형성된 패턴의 변형의 정도는 양각현상의 폭이 클수록 작게 나타나고 양각형상의 
폭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하여 변형된 형상만큼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조패턴을 양각형상의 폭에 따라 적절히 형성시켜 주게 되면 최종 얻어지는 패턴의 형상을 정상으로 회
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인 노광마스크의 제1특징은, 고집적화된 반도체소자의 미세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리소그래피공정시 발생되는 라운딩현상으로 인하여 양각형상의 패턴길이가 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광마스크에 있어서,

석영기판 상부에 양각형상의 크롬패턴이 형성되되, 라운딩되는 부분에 막대형 보조패턴이 형성되는 것이
다.

또한, 상기 보조패턴은 역삼각형구조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보조패턴은 상기 라운딩되는 부분을 감싸는 사각형상으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크롬패턴은 전자빔을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크롬패턴은 엑스레이 분광법을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인 노광마스크의 제2특징은, 고집적화된 반도체소자의 미세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리소그래피공정시 발생되는 라운딩현상으로 인하여 음각형상의 패턴길이가 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광마스크에 있어서,

석영기판 상부에 음각형상의 크롬패턴이 형성되되, 라운딩되는 부분에 막대형 보조패턴이 형성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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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상기 보조패턴은 음각의 염삼각형구조로 형성되는 것과,

사익 보조패턴은 상기 라운딩되는 부분을 감싸는 음각의 사각형상으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크롬패턴은 전자빔을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크롬패턴은 엑스레이 분광법을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3a도 내지 제3c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노광마스크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제3a도를 참조하면, 석영기판(11) 상부에 크롬패턴(13)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크롬패턴(13)은 전체표면
상부에 전자빔용 감광막(도시안됨)을 형성하고 프로그램된 전자빔을 이용하여 상기 감광막을 노광시키고 
이를 현상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또한, 상기 크롬패턴(13)은 엑스레이(X-ray) 분광법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크롬패턴(13)은 보조패턴(15)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상기 보조패턴(15)은 라운딩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형성된 것으로서 막대형으로 형성된 상기 크롬패턴(13)과 직교되는 막대형으로 형성된 
것이다.

제3b도를 참조하면, 석영기판(21)  상부에 보조패턴(25)이 부착된 크롬패턴(23)을 형성한 것이다. 이때, 
상기 보조패턴(25)은 라운딩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역삼각형 형상으로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상기 크롬패턴(23)은 전체표면상부에 전자빔용 감광막(도시안됨)을 형성하고 프로그램된 전자빔
을 이용하여 상기 감광막을 노광시키고 이를 현상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또한, 상기 크롬패턴(23)은 엑
스레이(X-ray) 분광법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제3c도를 참조하면, 석영기판(31)  상부에 보조패턴(35)이 부착된 크롬패턴(33)을 형성한 것이다. 이때, 
상기 보조패턴(35)은 라운딩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을 감싸는 사각형상으로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상기 크롬패턴(33)은 전체표면상부에 전자빔용 감광막(도시안됨)을 형성하고 프로그램된 전자빔
을 이용하여 상기 감광막을 노광시키고 이를 현상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또한, 상기 크롬패턴(33)은 엑
스레이(X-ray) 분광법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제4a도 내지 제4c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노광마스크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상기 제2실시예는 상기 종래기술의 제2실시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으로서, 본 발명의 제1실
시예와 같은 공정으로 형성하되, 크롬패턴을 음각으로 형성함으로써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노광마스크는, 고집적화되어 미세화된 패턴 형성공정시, 양각
구조의 선폭에 따라 양각형상의 길이가 변하는 라운딩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에 변형된 형상만큼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양각 혹은 음각 형상의 보조패턴을 형성함으로써 예정된 크기의 패턴을 형성하여 반도체소
자의 신뢰성 및 수율을 향상시키고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집적화된 반도체소자의 미세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리소그래피 공정시 발생되는 라운딩현상으로 인하여 
양각형상의 패턴길이가 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광마스크에 있어서, 석영기판 상부에 양각형상의 
크롬패턴이 형성되되, 라운딩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막대형 보조패턴이 형성되는 노광마스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패턴은 역삼각형구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마스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패턴은 상기 라운딩되는 부분을 감싸는 사각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마스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크롬패턴은 전자빔을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마스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크롬패턴은 엑스레이 분광법을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노광마스크.

청구항 6 

고집적화된 반도체소자의 미세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리소그래피공정시 발생되는 라운딩 현상으로 인하여 
음각형상의 패턴길이가 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광마스크에 있어서, 석영기판 상부에 음각형상의 
크롬패턴이 형성되되, 라운딩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막대형 보조패턴이 형성되는 노광마스크.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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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패턴은 음각의 역삼각형구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마스크.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패턴은 상기 라운딩되는 부분을 감싸는 음각의 사각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노광마스크.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크롬패턴은 전자빔을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마스크.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크롬패턴은 엑스레이 분광법을 이용한 노광 및 현상공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노광마스크.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도면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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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b

    도면2c

    도면2d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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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b

    도면3c

    도면4a

    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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