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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분자 필름에 대한 개선된 결합력을 가지는 기판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됨. 이 방법은, 기판을 실
릴화반응하기 위하여, 기판과 반응할 수 있는 가수분해형 이탈기와 하나 이상의 알킬실릴성분을 함유한 
하나 이상의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그 반응으로부터의 가수분해 부산물은 만약 있
다면 약 7이하의 Ph값을 가진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마이크로전자공학 응용분야용 비아민 감광제 접착 촉진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마이크로전자 장치의 제조중에 감광제를 가하기 전의 반도체 기판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
다.

[발명의 배경]

마이크로 전자공학산업은 현대생활 경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중심에는, 통
상 칩으로 일컬어지는 마이크로 전자장치들이 있다. 최근의 설계 및 재료에 있어서의 개선점들이 수천개
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대략 같은 칩 크기에서 수백만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칩의 성
능을 증진시키고 있다. 가까운 미래의 마이크로전자공학 장치는 이러한 동일 칩 크기에 있어서 수십억개
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칩의 단위면적당의 기능성을 더 크게 증진하기 위한 집적화는 칩의 제조에서 사용된 재료 및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설계에 크게 의존한다. 이들 장치의 제조에 있어서의 중요한 국면은 광반응막, 즉 기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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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광제의 적용이다.

감광제는 마이크로전자장치의 제조에 있어서 모든 막형성 레벨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장치의 
제조시에는 20 내지 25번의 막형성레벨이 적용된다.

감광제는 이들 장치의 제조역사를 통하여 마이크로전자장치의 실장기술에 적용되어 왔다. 초기의 장치 제
조자들은 실리콘과 같은 기판상에 감광제막이 놓여지거나 피막되고, 광으로 조사되고, 화학적 현상제로 
임의의 패턴을 현상하게 되는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채용하였다. 결과적인 패턴은 이온주입, 하층기판의 
패턴, 금속막 및 이들 장치의 제조시의 다양한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후속의 공정에서 선택적인 마스크
로서 사용되어 왔다.

초기의 감광제의 적용방법은 기판상에 감광제를 피복하는 것이 열악하고, 화학적 현상제에 의한 감광제의 
일부를 손실하는 것 및, 화학적 현상제에 의한 감광제의 "언더커팅(undercutting)"에 의한 패턴손실을 포
함하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언더커팅은, 감광제와 극성 기판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따라서 수성 또는 유
기 현상제가 이동함으로써 감광제가 기판을 들어올릴 때 발생한다.

상술한 문제점은 헥사메틸-디실라잔("HMDA")이  감광제를 가하기 전의 기판을 전처리,  즉 "프라임(prim
e)"하는데 적용됨으로써 대부분 제거되었다. HMDS로 기판을 전처리하는 것은 더 질이 우수한 감광제로 개
선할 수 있으며 기판위 감광제막의 균일성이 향상되고, 막에 생길 핀홀의 숫자를 감소시키며 또한 현상과
정에서 감광제막의 언더커팅수와 들뜨는 현상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점은 HMDS가 수소결합의 물
분자와 기판 표면에서 화학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장치의 수율을 HMDS 때문에 크
게 개선되었고 따라서 생산자는 표준 전처리로서 HMDS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리콘 기판을 HMDS로 전처리하는 동안, HMDS와 수소결합 물분자의 초기화학반응으로 암모니아와 트리메
틸실라놀 및 헥사메틸디실옥산이 생성한다. HMDS와 히드록실 및 옥사이드기는 기판 표면에서 후속반응을 
거쳐 트리메틸실옥시 치환물 즉, 실릴화 반응한 표면을 형성한다. 이 실릴화 반응된 표면은 표면 극성기 
숫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표면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기판에 가장 중요한 단분자형 유기피막을 
제공하게 되며 이것은 유기 감광제와 호환성이다. H.Y anazawa는, Colloids and Surface, Vol. 9, pp, 
133-145(1984)에서, 유기 감광제와 전처리된 기판표면사이의 상호반응이 소수성 반응임을 발표하였다. 또
한 기판상의 소수성 트리메틸실릴기는 물과 수성현상제에 존재하는 극성기를 구축하여 기판-감광제 경계
면의 언더커팅을 방지한다.

공지된 바와 같이, 실릴화 반응작용제내에 있는 반응성 실리콘 화합물이 기판 표면의 양성자 종들과 반응
하여 양성자 종들에 결합한 실리콘 화합물과 또한 양성자 첨가반응하고 무결합상태인 부산물을 생성할 때 
실릴화 반응 표면이 형성된다. HMDS같은 물질과 1차 반응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표면 실릴화 반응정도는
 "표면 접촉각"을 측정하여 게이지 측정할 수 있다. 공지된 바와 같이, 접촉각이 크면 실릴화반응 강도 
역시 크다. 또한 공지된 바와 같이, 표면 접촉각은 실릴화 처리된 기판에 물방을을 떨어뜨릴 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측각기의 촛점을 잡아서 각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접촉각이 크다는 것은 트리메틸실릴기 
같은 실릴화 반응기가 다수 기판표면에 결합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선행문헌 중에는 J. L. Nistler
의  "A  Simple  Technique  to  Analyse  Conditions  That  Affect  Submicron  Photoresist  Adhesion",  KTI 
Microelectronics  Seminar-Interface  '88,  pp.  233-247(1988)  ("NISTLER"),  W.  Moreau의 Semiconductor 
Lithography: Principles Practices, and Materials, Plenum Press, New York, (1988), ("MOREAU")가 있
으며 여기서, 접촉각이 65-85도 범위를 넘기면 감광제의 탈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리콘, 
이산화규소, 또한 질화규소 등은 기판위에서 상기의 접촉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HMDS를 사용하여 기판을 "전처리"하는 개선점은, 액상 HMDS를 깨끗이 가하고, 하나 이상의 용매로 HMDS를 
희석하고 또한 HMDS 증기를 기판 표면에 가하는 증기전처리를 수반한다. 공지된 바와 같이, 증기 전처리
반응은 오븐에서 웨이퍼 1회분을 처리하거나, 혹은 연속식 트랙 시스템에 놓인 각각의 개별 웨이퍼를 처
리하면 실행되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진공상태에서 웨이퍼를 가열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후 HMDS 증
기를 웨이퍼에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전처리처리를 거친후의 기판 위에는 후속단계에서 적절한 감광제막 또는 다른 유기성 막을 
부착한다. 바람직한 감광제막은 연속성 균질막이고 핀홀, 엣지 풀백(edge pullback), 비이드, 들뜸이나 
혹은 "팝현상(pop)" 등을 노광단계에서 나타내지 않으며 또한 화학반응 전개시 들뜸현상이나 언더커팅 등
을 보이지 않는다. 증기 출발반응은 고밀도 마이크로 전자장치 생산에서 기판을 전처리 하는 방법으로 바
람직하다.

HMDS는 가장 일반적인 웨이퍼 전처리용 작용제이다. 기판을 전처리하는데 사용할 다른 작용제로는 트리메
틸실릴디에틸아민(TMSDEA)과 트리메틸실릴디메틸아민(TMSDMA)를 들 수 있다. 그러나, HMDS, TMSDEA, 또한 
TMSDMA로 전처리하는 것은 염기성 암모니아 부산물, 디에틸아민 및 디메틸 아민을 생성하며 이것은 고해
상도 감광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고해상도 감광제는 전형적으로 화학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양성 혹은 음성의 수용성 현상액 화합물이다. 
이들 감광제는 수 나노메터 내지 450nm범위의 파장에서 광자, 전자 혹은 이온등 방출물질에 노출되면 수
분동안 디아조나프타퀴논, 오늄염, 디아조아세토아세테이트 또한 디아조케톤 등 감광제 조성물에 함유되
어 있는 물질로부터 산을 발생한다. 이들 산은 칩 제작시 후속 단계에서 반응작용기 역할을 하므로 유용
하다. 반응작용은 예컨대, 보호기의 가수분해, 분자량 변형, 또는 교차결합하여 감광제의 분자량 및 밀도
를 증대시키는 일 등이다. 이러한 반응작용은 일반적으로 감광제막을 현상하기전, 노광후 베이킹단계에서 
감광제를 노광한 후에 일어난다.

최근에는, S. MacDonald et al., Proc. SPIE 1466; 2-7(1991), W. Hinsberg et al Proc. SPIE, 1672, 24-
32 (1992) 또한 W. Hinsberg et al, PMSE Preprints, ACS National Meeting, San Francisco, CA (1992)등
이 발표한 바 있는 내용으로 즉, 감광제 내에서 발생한 산은 흔적량 정도의 잔류 아민, 암모니아 혹은 출
발반응에서 생긴 다른 질소함유 부산물과 반응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기판의 표면에 또한 기판 제조장소의 
주변 대기에 남아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산물들은 감광제가 생성한 산을 중화시키는 달갑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감광제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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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적 마이크로 전자장치 제작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행상도 감광제는 강한 자외선하에 있고 화학 증폭
한 감광제 ("DUV-CARS")이다. 암모니아와 아민함유 부산물은 출발반응시 생성된 것으로 DUV-CARS에 대해 
특별히 유해할 수 있다.  MacDonald  et  al.  Proc.  SPIE  1466:2-7  (1991)이 연구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DUV-CAR 감광제를 15ppb 아민에 15분간 노출하면 들뜨거나 혹은 막힘이 발생한다. 염기성 부산물과 또한 
암모니아나 아민 혹은 아민 부산물로 된 휘발성 클린룸 오염물은, A. Muller et al.이 발표한 내용으로서
(Solid State Technology, pp 61-72, September, 1994), 감광제 표면에 스킨을 유발하는 산 작용기를 중
화시키고, 선폭제어의 열악화, 따라서 정확한 크기(CD) 제어력이 감소한다. 또한 제품 수율 및 공정의 신
뢰성도 감소한다.

아민과 암모니아 화합물과 부산물이 원인이 된 해로운 영향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소개된 바 
있다. 감광제 위에 차단피막을 덮어 감광제에서 생긴 산과 잔류 암모니아가 또한 HMDS 같은 화합물로 전
처리시 생성된 아민 부산물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IBM, OCG, Shin=Etsu 및 JSR 등 내식
막 생산자들이 자체의 특허문헌에서 권장되고 있다. 휘발성 아민이나 암모니아는 Berro et al.(J.I.E.S, 
Nov/Dec. 1993)과 D. Kinkhead et al.(Microcontamination, p37, June 1993)의 주장에 따르면 웨이퍼 표
면에 결정형 아민 염을 형성한다. 생산설비의 공기공급이나 배출 순환 시스템에 산성 이온 필터를 설치하
거나 산성용액속에서 공기세척하는 것도 암모니아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부유성 암모니아를 활
성탄 여과로 제거하는 방법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암모니아/아민 오염
물의 통제 및 제거에 제한적인 성공만 거둘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마이크로 전자장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염기성 암모니아/아민 오염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HMDS로 얻어진 것과 실질적으로 등가인 분자피막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판을 실릴화반
응시키도록 특별히 선택된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이 채택되며, 암모니아, 혹은 아민형 화합물 같은 원치 않
는 염기성 부산물을 발생하지 않게 됨을 발견하였다. 실릴화 반응할 기판은 단결정 실리콘, 폴리실리콘, 
이산화규소, 질화규소,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동, 산화동, 티타늄, 질화티타늄, 티타늄 텅스텐, 인산
붕소, 실리콘 유리, 스핀온 글래스(spin-on-glass), 또한 규화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선택된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화학증대형 내식막을 포함한 감광제에서 발생된 산의 
작용효과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선택된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을 사용하면 감광제 이 기판에 균일하게 코팅
되고 또한 이것에 결합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실리콘처럼 기판표면을 실릴화 반응시켜 이 표면에 감광체층이 잘 도포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오르가노실란을 사용한다. 본 발명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과제 즉 기판의 출발반응 과정에서 발생
한 암모니아 및 아민 함유 부산물의 발생에 연관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또한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도 
개선되고 시간주기는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짧고, 장치시설을 조금도 변형하지 않고 출발반응을 통제 및 
재현할 수 있도록 과잉출발반응이나 미출발반응을 완전히 없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감광제와 같은 기판 표면에 대한 고분자 필름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염기성 부산물
과 함게 실릴화 반응된 기판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하나 이상의 오르가노실란 
화합물 특히 트리알킬실란 화합물과 디알킬실란 화합물과 반응하고 이때 기판과 함께 반응하여 기판을 실
릴화 반응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은 pH값이 7보다 작은 부산물을 발생할 수 있는 가
수분해성 이탈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한 오르가노실란에 의하여 생성한 실릴화 반응된 표면에 각종 감광제를 
도포할 수 있다.  이들 감광제는 예컨대 폴리비닐페놀, 폴리히드록시스티렌, 
폴리(t-부틸-카르복실)스티렌, 폴리푸마르산염, 폴리(t-부톡시스티렌), 폴리이소프렌, 포름알데히드 노보
락, 또한 폴리아크릴 에스테르, 또한 시아누르산염 같은 교차결합 물질과의 혼합물과 공중합체, 또한 오
늄염, 디아조나프텐산염, 그리고 아지드화물 같은 광개시제 등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실릴화 반응 작용제로 사용하기에 특히 유용한 오르가노실란은 다음과 같은 구조식으로 나타
낼 수 있는 트리알킬실란이다.

여기서, X는 O 또는 NR
1
 

Y는 O, CH2, CHR, CHOR, CRR 또는 NR1;

R은 임의의 수소, C1-C8 포화 알킬,

특히 C1-C2 포화,알킬; C4-C6 포화 고리형 알킬, 특히 C6은 포화 고리형 알킬; 

C1-C8 불포화 알킬, 특히 C2-C4 불포화 알킬, 불포화 C4-C8 고리형 알킬, 특히 C5-C6 불포화 고리형 알킬; 

C2-C10 플루오르화 탄화수소 알킬 특히 C2-C3 플루오르화 탄화수소알킬; 플루오르화 알킬, 특히 C1-C2 플루

오르화 알킬; C5-C8 플루오르화 고리형 알킬, 특히 C5-C6 플루오르화 시클로 알킬; C1-C3 트리알킬실옥시, 

특히 Me3SiO; 트리알킬실일 특히, Me3Si; C1-C12알콕시, 특히 C1-C2 알콕시; 페닐, 페네틸, 아세틸, 1-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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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올, 2-프로판올, C2-C6 1-2-알킬-케톤, 특히 아세틸 2-프로판오닐; C3-C  6 알파 아세틸 에스테르 특히 

메틸아세틸; 

또한 R
1
은 수소, 메틸, 트리플로로메틸, 트리플로로메틸에틸, 또는 트리메틸실릴이다.

특히 유리한 트리알킬실란은 다음의 식을 포함한다.

여기서 R
2
은 C1-C6 알킬, 특히 메틸, 에틸 같은 포화알킬, C2-C  8 불포화 알킬 특히, 비닐, 알릴; C3-C8 고

리형 알킬 특히 시클로펜틸, 같은 고리형 알킬, 시클로헥실; C4-C8 불포화 고리형 알켄 특히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사닐 같은 불포화 고리형 알켄, C2-C8 플로로알킬 알킬 특히 트리플로로에틸 같은 플로로에틸; 페

닐, 플루오르화 알킬 펜틸과 플루오르페닐같은 플루오르화 페닐, 특히 펜타플루오르페닐; 에틸렌 글리콜 
알킬과 프로필렌 글리콜 알킬 에테르, 특히 에틸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같은 알킬 에테르, C2-C8 알파 케

톤 알켄 특히 메타크로일 같은 알킬 케톤; C3-C 8 페르플루오르알킬옥시 알킬 특히 트리플루오르메틸옥시 

에틸렌 같은 포화 플루오르화 알킬 에테르; 1-페르플루오르알킬-1-알콕시 에틸렌 특히, 1-트리플루오르메
틸-1-에톡시에틸렌 같은 불포화 플루오르화 알킬 에테르이다.

특히 본발명에서 유용한 다른 트리알킬실란은 다음의 식을 갖는 것들이다.

여기서 R
3
은 직쇄나 측쇄 알킬 특히 메틸 같은 포화알킬; 또한 트리플루오르알킬 특히, 트리플루오르메틸 

같은 포화 플루오르알킬이다.

본 발명에서 특히 바람직한 실릴화 반응 작용제로 다음을 포함한다.

O-트리메틸실릴-아세테이트(OTMASA),

O-트리메틸실릴프로프리오네이트(OTMSP),

O-트리메틸실릴 부티레이트,

트리메틸실릴트리플루오르아세테이트(TMTFA),

트리-메틸메톡시실란(TMMS),

N-메틸-N-트리메틸실린 트리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MSTFA)

O-트리메틸실릴아세틸아세톤(OTMAA)

이소프로펜옥시트리메틸실란(IPTMS),

비스(트리메틸실릴)트리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BSA)

메틸트리메틸실리디메틸케톤 아세테이트(MTDA)

트리메틸에톡시실란(TMES)

디알킬실란에서 규소원자는 두 개의 반응성 가수분해기에 부착되어 있고 기판과 반응시에는 기판에 오르
가노실란 화합물을 제공하는 한편 산성 혹은 중성 부산물만 발생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릴화 반응 작용
제로 사용해도 된다. 특히 유리한 디알킬실란은 디메틸디메톡시실란과 디메틸디아세톡시실란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오르가노실란은 기체, 액체, 혹은 실온 내지 약 250℉까지의 온도와 대기압 내지 1 
torr보다 적은 압력에서 오르가노실란을 함유하는 용액형태로서 기판에 부착되어 있다. 오르가노실란은 
감광제과 혼합할 수 있으며 그 혼합물은 기판에 부착되어 균일한 필름층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서, 감광제와 같은 고분자 피막에 대한 접착성이 있는 실릴화 반응한 기판은 
HMDS 실릴화 반응작용제에 의해 얻게 된 접착력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큰 상태이다.

[실시예의 상세한 기술]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서 사용한 특정한 오르가노실란은 자체의 분자구조 내부에 규소원자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반응성 가수분해형 이탈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오르가노실란은 규소원자에 결합된 가수분해형 
이탈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인 알킬실리콘-치환 모노머이다. 이탈기는 아세테이트, 카르복실산염, 에놀, 
알콕시드, 황산염과 아미드 같은 화학성분이다.

전처리시 기판에 오르가노실란을 반응시키면 오르가노실란은 가수분해성 이탈기의 특성에 따라 산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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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의 부산물을 생성한다. 이들 부산물은 브론스테스-로리(Bronsted-Lowry)시스템에 따라 오르가노실란 
분자의 짝산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부산물에 적용되는 전통적인 아레니우스(Arrhenius) 정의를 부여하면 
수용액 상태에서 7이거나 그보다 작은 pH값을 갖는다. 본 발명의 선택된 오르가노실란은 액상으로 도포하
거나 크실렌 혹은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PGMEA) 같은 유기용매에 녹인 용액상태로 도포한다. 선택
된 오르가노실란은 서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선택된 오르가노실란은 또한 증기형태로 혹은 질소와 
아르곤 같은 불활성기체로된 기체 담체와 함께 혼합상태로 이용한다. 도포하는 도중, 오르가노실란은 오
리피스를 통해 저압의 실릴화 반응영역에 액상이나 기체상으로 주입하거나 혹은 오르가노실란을 분무형태
로 가열영역에 뿌려서 주입하는데 그 결과로 나온 증기는 불활성 기체 혹은 감압상태로 기판에 운반된다.

반드시 이론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소이온 전달은 반응(Ⅰ)에서 보는 것 같이 기판의 출발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실행된다고 판단된다:(Ⅰ)

여기서 R=메틸

Z=기판 조성물

x=이탈기

(Ⅰ)에서 보는 것처럼, 실리콘 같은 기판의 출발반응 과정에서 본 발명의 오르가노실란은 기판과 반응하
여 알킬실릴기 특히, 트리메틸실릴기 표면층을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이탈기는 기판 표면상에 1
분자 두께 정도에 불과하다. 반드시 이론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수소결합 표면수와 반응하는 도중 오
르가노실란의 이탈기는 기판표면에서 히드록실기나 이와 유사한 반응물질로서 예컨대, 기판에 결합한 트
리메틸실릴기를 형성하는 양성자를 받아들인다. 반응은 또한 산, 알콜, 케톤, 또한 아민 같은 부산물을 
생성한다. 이들 부산물은 오르가노실란 속의 가수분해형 이탈기에 따라 산성 혹은 중성을 띤다. 이들 부
산물은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다 (Ⅱ):

여기서 X는 O NR
1
 또는 CH2 

Y는 O 또는 NR

Z는 C이나 S=O, 및

R는 H, C1-C8, 포화알킬, C2-C8 불포화 알킬, C4-C  6 불포화 고리형 알킬, 페닐, C1-C8 포화 플루오르알킬, 

트리플루오르메틸페닐 같은 플루오르 함유 페닐, 페네틸, 아세틸메틸같은 알킬 케톤, 트리메틸실옥시 같
은 트리알킬실옥시, 1-트리플루오르메틸-1-메톡시에틸렌 같은 알케닐알킬에테르, 트리메틸실릴 같은 트리
알킬실릴, 2-트리메틸실옥시프로프-1-에닐 같은 트리알킬실옥시데놀릭 알킬 및 C1-C8 알콕시이고,

R
1
은 H, CF3, CF3, (CH3)3Si, 및 이다.

본 발명에서 채택된 실릴화 반응하는 오르가노실란은 액상이나 기체 특히 기체상태로 기판에 가한다. 오
르가노실란은 또한 탄화수소와 에테르 에스테르 같은 용매에 넣어 용액상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용
액을 액상 혹은 기체상태로 기판에 가할 수 있다. 바람직한 탄화수소 용매는 헥산, 옥탄 등의 알칸족 뿐
아니라 크실렌, 톨루엔 같은 방향족 용매도 함께 포함한다. 바람직한 에테르 에스테르는 에틸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 적절한 오르가노실란은

O-트리메틸실릴-아세테이트(OTMSA),

O-트리메틸실릴프로프리오네이트(OTMSP),

O-트리메틸실릴 부티레이트,

트리메틸실릴트리플루오르아세테이트(TMTFA),

트리-메틸메톡시실란(TMMS),

N-메틸-N-트리메틸실릴 트리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MSTFA)

메틸-3-(트리메틸실옥시)크로토네이트,

비스(트리메틸실릴)아세타미드,

비스(트리메틸실릴)아디페이트

비스(트리메틸실릴)트리플루오르아세타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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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트리메틸실릴-2-옥사졸아디논,

트리메틸실릴포름에이트,

O-트리메틸실릴아세틸아세톤(OTMAA)

이소프로펜옥시트리메틸실란(IPTMS),

비스(트리메틸실릴)트리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BSA)

메틸트리메틸실릴디메틸케톤 아세테이트(MTDA)

트리메틸에톡시실란(TMES)이다.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오르가노실란 중에는 O-트리메틸실릴메타크릴레이트,  2-트리메틸실옥시펜트-2-엔, 
1-(트리메틸실옥시)시클로헥센 등이 있다.

이들 화합물은 모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본 발명에서 선택된 실란으로서 채택될 수 있는 부가적인 화합물은 상용구입 가능한 이소프로페노옥시트
리메틸실란과 또한 다음의 구조식을 가진 오르가노실릴술폰산염을 포함한다:

여기서 R
3
은 C1-C4 알킬 혹은 C1-C4 플로로알킬이다. 특히 적절한 오르가노실릴술포네이트는 트리메틸-실릴

메탄술포네이트와 트리메틸-실릴트리플로로메틸술포네이트가 있다.

상술한 바와같이, 유기용매에 오르가노실란을 넣어 만든 용액을 실릴화 반응 작용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용도로 적절한 유기용매는 n-옥탄, 헥산, 또는 유사물 등의 지방족 탄화수소와; 톨루엔, 크실렌 등의 
방향족 탄화수소; 메톡시 에틸에테르, 디글라임, 기타의 지방족 에테르; 그리고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에
테르아세테이트(PGMEA), 에틸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기타의 에테르 에스테르 등이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오르가노실란 용액은 상술한 오르가노실란 물질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역시 하나 
이상의 유기용매와 1:99 내지 99:1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것이다.

적절한 용액은 OTMSA와 PGMEA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OTMSA와 PGMEA의 상호비율이 1:99 내지 99:1 
의 비율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20:80의 OTMSA 대 DGME 일 때이다.

먼저 광범위한 농도 및 기판의 조성, 처리온도, 장비등에 따라 달라지는 혼합비율로 감광제를 기판에 도
포하기 앞서서 기판을 실릴화 반응처리하기 위해 오르가노실란을 첨가할 수 있다. 감광제를 도포하기에 
알맞은 특수조건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기판은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전처리를 거친 실리콘 웨이퍼와 또한 화학
적 혹은 열적으로 생성된 산화물 표면이 있는 실리콘 웨이퍼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전처리를 거친 실리콘 
웨이퍼는 생산자가 선적한 곳에서 곧바로 가져온 것이므로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다른쪽 기
판은 본 발명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붕인산 규산염 유리(borophosphorus silicate glass BPSG) 
같은 화학적 유리,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 구리 또한 크롬, 이산화규소, 일산화규소, 산화크롬, 질화
규소, 산화 알루미늄, 산화 티타늄, 산화구리, 그밖에 질화규소와 질화 티타늄에 용착된 규화알루미늄 같
은 각종 금속 규화물을 포함한다.

직접 증기를 가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오르가노실란을 도포하여 기판의 실릴화 반응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때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증기 출발반응 장치를 쓴다. 예를 들면 Genesis  Microstar 
200, Genesis 2020 증기 전처리 장치, Genesis 2010 증기 전처리장치, Genesis 2022 증기 전처리오븐, 
Yield Engineering Systems, Inc.의 전처리 장비, silicon Valley Group 제품 같은 연속형 증기트랙 시스
템, 또한 액상 디스펜서 트랙 시스템 등이 있다.

공지방식대로 직접 증기를 가하는 실릴화 반응 방법은 하나 이상의 오르가노실란 증기를 질소나 아르곤 
같은 기체와 함께 혼합물 상태로 증기 전처리장치 내부에 전달하거나 혹은, 증기 전처리장치에 담긴 오르
가노실란 증기를 실릴화 반응처리 대상인 기판에 미분압 유동으로 공급하여 처리한다. 증기혼합물에 들어
가는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의 양은 시스템, 유동, 노출시간 및 진공상태에 따라 10에서 100,000ppm 까지 
변한다.

기판에 대한 증기 직접첨가방법으로 실릴화 반응을 실행하는 것은 약 10℃내지 200℃, 특히 50℃ 내지 
150℃에서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실릴화 반응으로 기판의 실릴화 처리면 상에 균질한 유기성 필름을 용착
할 수 있다. 표면에 용착될 필름의 예를 들면, 감광제, Amoco Chemical Co.와 Micro SI Inc 사 제품 같은 
실리콘 폴리이미드, 특히 ALTISIL 115, 129, 1000 및 2000,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폴리아크릴레이트류, 
또한 Amoco Chemical Co., Dupont Electronics, National Starch and Chemical Co., 등에서 시판하는 여
러  제품들과  같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리이미드류,  또한  Micro  SI  Inc.,  OCG  Microelectronic 
Materials,  Inc.,  Shipley  Co.,  Inc.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처럼  노볼락형  필름,  또한  Filmtronics, 
Futurrex, OCG Microelectronic Materials, Inc. 와 Dow Chemical co 등에서 생산된 것과 유사한 평면화 
층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감광제를 공지방법대로 본 발명의 오르가노실란을 이용하여 만든 실릴화 처리면에 도포한다. 이 감광제는 
전형적으로 고해상도 양성 혹은 음성 톤으로서, 아시아누르 화합물과 광개시제를 함유한 화학증폭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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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바람직한 감광제는 광개시제를 담은 광활성 고분자의 유기용액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광개시제에는 
오늄염이나 그 혼합물 즉, 디아릴리오도늄, 아릴알킬리오도늄, 트리아릴술포늄, 아릴알킬 술포늄, 트리알
킬술포늄,  헥사플루오르포스페이트,  헥사플루오르아르제네이트,  헥사플루오르안티모네이트,  또한 토실레
이트, 그중에서도 특히, 4-티오페녹시페닐 디페닐 술포늄 헥사플루오르안티모네이트, 
디(4-tert-부틸페닐)이오도늄  헥사플루오르포스페이트와  디라우릴-4-t-부틸페닐술포늄 헥사플루오르안티
모네이트, 디아조퀴논술폰산이나 디아노퀴논카르복실산 같은 특히, 6-디아조-3, 4-디히드로-4-옥소-1-나

프텐 술폰산 같은 디아조나프테나이트, 또한 비스아릴아지드 특히, 2, 비스(4,4
1
-디아지도페닐-2,2

1
-에틸

렌)-4-메틸시클로헥사논 같은 아지드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광개시제는 436nm내지 190nm의 파장범위에 있
는 빛에 반응한다. 바람직한 감광제의 예를 들면 Shipley Co., Inc., Hoechst Celanese Corp., (AZ 광제
품부서),  Tokyo  Ohka  Chemical  Co.,  Ltd.,  Shin-Etsu  Chemical  Co.,  Ltd.,  OCG  Microelectronic 
Materials Japan Synthetic Rubber Co., Ltd., IBM, Hitachi Ltd., BASF Ltd 등에서 시판하는 제품들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별한 감광성 내식제는 Shipley사의 SURR200, SAL601, SAL603, XP-3115, XP8844; 
IBM의 Apex 및 AST; OCG의 Camp 6, BASF ST2; 또한 Hoechat가 AZPN114, Ray-PN와 JSR의 PFR 1×750 등이 
포함된다.

또다른 구체예에서, 감광제는 오르가노실란과 함께 혼합상태로 도포할 수 있다. 감광제 재료와 오르가노
실란 하나 이상을 혼합하여 기판에 도포한다. 보통 혼합물은 오르가노실란에 대해 내식막용액을 0.1 내지 
1.0 중량%로 혼합하여 이 용액을 감광제 생산업자의 지시대로 회전하는 기판에 도포하는 방법을 쓴다.

감광제는 미리정해진 패턴에 따라 본 발명에서 채택된 오르가노실란이 실릴화반응된 기판에 가해지고, 공
지방식대로 현상된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광자(X-선이 들어있는), 이온 혹은 다양한 파장의 전자에 
대해 감광제를 노광시켜 필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필름은 다시 수성 혹은 유기 현상액과 화학반응을 일으
킨다.

본 발명은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을 실릴화 반응 작용제로 사용하여 현재기술 이상의 훨씬 유익한 점을 제
공한다. 선택된 오르가노실란은 암모니아나 디알킬아민 같은 불필요한 염기성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따라서 수율이 높고, CD 조절이 우수하고, 감광제를 보호하는 또다른 차단막을 도포할 필요가 
없고, 실릴화 반응시간을 단축하고, 또한 대기시간이 길어서 공기정화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암모니아 같이 불필요한 염기성 부산물을 생성함 없이 HMDS에 탁월한 속도
로 웨이퍼의 표면 실릴화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액상 및 증기형태로 본 발명에서 사용한 오르가노실란의 실릴화 반응효과는 표Ⅰ및 Ⅱ 각각에 
나타내었다. 추가내용은 실시예 1-23에 나와있다. 접촉각을 Arthur H. Thomas Co.사의 Arthur H. Thomas 
측각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NISTLER와 MOREAU에서 언급한 방법을 사용하면 출발반응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접촉각의 측정은 A. W Adamson, (Physical Chemistry of Surface, 4th ed., Wiley Interscience, 
NY 1962)가 설명한 바와 같다. 접촉각이 커질수록 실릴화 반응 즉, 출발반응의 효능도가 커진다. 85도 이
상의 접촉각도는 그러나, 과잉 출발반응한 사실을 나타내므로 감광제 접착력이 떨어지고 화학적 현상액에 
대한 노광시 부풀어오르는 현상을 나타낸다. 선택된 오르가노실란은 사용조건이 아닌 경우 접촉각도가 85
도를 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표 1]

표 1에서의 기판은 100mm 직경의 전처리 웨이퍼에서 다음과 같은 정확한 반응조건아래 출발반응한다. 실
험시 3개의 웨이퍼를 쓴다.

전처리는 액상 실릴화 반응 작용제의 10초간 흐름에 대해 고정 웨이퍼를 처리하면 실행된다. 그 뒤 웨이
퍼를 2000rpm으로 30초동안 구부린다.

표 2에서의 실험에서는 증기 출발반응을 오르가노실란과 함께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며 Genesis Co.의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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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어댑터가 장착된 Genesis 2020 증기 출발 반응 장치에서 대기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온도와 시
간을 이용한다.

[표 2]

1. 실리콘 100mm 웨이퍼를 전처리시킨다.

2. 100mm 실리콘 웨이퍼에서 이산화규소가 열성장하였다.

3. 15도 이하면 접촉각이 측정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추정만 한다.

4. 전처리전 O2 플라즈마에서 질화규소를 세정하였다.

5. 폴리실리콘

6. 붕인산 실리콘 유리

표 1과 2의 접촉각 측정시 본 발명에서 채택한 오르가노실란으로 달성한 실릴화 반응량은 액상 혹은 증기
에 따라 HMDS로 달성한 것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것을 보여준다.

본 발명은 마이크로전자장치 및 반도체장치의 생산에 있어서 특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감광제 같은 고분
자 필름을 기판표면에 부착해야하는 경우면 어느때나 본 발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공정의 실시예는 유
리나 석영 기판, 회로기판, 박막 헤드, 센서, TF 트랜지스터와 활성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 등에서 광
마스크 제조도 포함한다. 본 발명은 기존의 장치를 전혀 혹은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 감광제에 적절한 다
수의 기판을 피프기에 대한 실릴화 반응을 촉진할 수 있었다.

본 발명을 다음의 구체적이고 제한없는 실시예를 참조로 더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3]

SEH 사로부터의 100mm 전처리 실리콘 웨이퍼 5개들이 1세트를 액상 반도체 등급 HMDS로 SVG Lithography 
Systems, Inc("SVG")의 Model No. 8600 코우터 시스템에서 처리하였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고정 웨이퍼는 Silicon Resource, Inc.사 제품 번호 AP010에서 희석되지 않은 액상 HMDS의 10초간 흐름속
에 둔다. 그 뒤 웨이퍼를 500rpm으로 2초간 회전시키고 다시 2000rpm에서 30초간 온도를 상승시켰다. 베
이킹단계는 채택되지 않았다.

같은 회사의 100mm 전처리 웨이퍼 5개의 세트를 역시 같은 조건에서 희석안된 액상 OTMSA(98% 순도)로 처
리했다. 비교 목적으로, 5개의 처리안된 100mm 출발반응 실리콘 웨이퍼를 측정평가하였다.

Arthur H. Thomas Co. 측각기를 써서 상술한 절차로 각 웨이퍼에 대한 측정눈금값을 읽는다. 접촉각은 평
균값이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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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시예 4-6]

SEH사의 5개들이 한 세트의 시판 제품인 100mm 측정반응 실리콘 웨이퍼를 PGMEA에 HMDS를 넣은 20%(w/w) 
용액과 함께 실시예 1-3에서 사용했던 SVG 트랙 시스템에 넣어 처리하였다. 두번째 웨이퍼세트는 PGMEA에 
OTMSA를 넣은 역시 20%(w/w)용액과 함께 트랙 시스템에 넣었다. 각 웨이퍼는 다음 절차대로 처리된다:

각 웨이퍼는 용액흐름속에 약 10초간 두고 그 뒤 웨이퍼를 500rpm으로 2초간 회전시키고 다시 2000rpm에
서 10초간 온도를 상승한다. 그 뒤 15초간 100℃에서 가열한다.

측각기를 이용한 접촉각 측정결과는 상술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HMDS보다 OTMSA 용액에서 접촉각도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OTMSA에서 실릴화 반응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시예 7-8]

3개 들이 한세트의 100mm 측정반응 실리콘 웨이퍼를 MSTFA(N-메틸트리메틸실릴트리-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
-크로마토그래피용, 98%)용액과 함께 실시예 1에서 사용했더 SVG 트랙 시스템에 넣어 처리하였다. 처리방
법은,  각  웨이퍼는  용액흐름속에  약  10초간  두고  그  뒤  웨이퍼를  500rpm으로  2초간  회전시키고  다시 
2000rpm에서 30초간 온도를 상승하였다. 그 뒤 각 웨이퍼를 30초간 100℃에서 가열하였다. 같은 수의 웨
이퍼를 Silicon Resource, Inc.사의 제품번호 AP010로 시판중인 HMDS에서 얻은 HMDS 증기로 처리하였다.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하였다.

측각기를 이용한 접촉각 측정결과는 상술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SVG 트랙시스템의 회전컵 배출부에 있는 수분지시 스트립은 HMDS 사용으로 인해 배출된 증기가 HMDS의 경
우 pH 10-11이었고 MSTFA의 경우 pH 7이었다.

[실시예 9-11]

3개들이 1세트의 실리콘 웨이퍼를 Silicon Resource, Inc.사의 제품번호 AP010로 시판중인 HMDS에서 얻은 
순수 HMDS에서 얻은 HMDS 증기로 처리하였다. 증기처리절차는 웨이퍼를 HOTBLOCK어댑터를 장착한 Genesis 
2020 증기 전처리 장치에 넣어 200 torr의 압력으로 종래 형태의 진공게이지로 측정하였다. 장치의 탈수 
가열 사이클은 사용하지 않았다. 증기장치의 챔버속에서 50℃의 온도평형을 달성하면 60초간 웨이퍼 실릴
화 반응을 시작하였다.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하였다.

같은 수의 또다른 웨이퍼 세트를 OTMSA (시약형, 98%순도) 증기로 역시 같은 조건에서 처리하고 3번째 세
트는 Silicon Resource, Inc.사의 제품번호 AP010로 시판중인 TMSDEA에서 얻은 증기로 처리하였다.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하였다.

증기에 60초간 노출한 후 처리된 웨이퍼의 접촉각을 측정하기 위해 상술한 대로 측각기를 사용한다. 그 
결과를 다음의 표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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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시예 12-14]

시약등급 OTMSA(98% 순도)에서 유도한 OTMSA 증기는 질화규소 표면을 가지 실리콘 웨이퍼를 처리하는데 
활용하였다. 질화물 웨이퍼는 Silica Source Technologies Corp.(Tempe, AZ)에서 구입하였다. 질화물 웨
이퍼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50℃에서 OTMSA 증기로 10초간 처리한후 웨이퍼의 접촉각을 역시 50℃에서 
OTMSA 증기로 30초간 처리한후 웨이퍼의 접촉각도를 측정하였다. 접촉각은 측각기를 이용하여 상술한 바
와 같이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

[실시예 15-17]

Silica Source Technologies Corp.에서 구입하고 측정된 접촉각도가 15도 미만인 경우의 이산화규소 표면
의 실리콘 웨이퍼를 시약형 IPTMS, 98%순도의 이소프로펜-옥시트리메틸실란(IPTMS)증기로 100℃ 온도에서 
30초간 처리하였다. 실시예 9에서의 Genesis 2020 증기 출발반응 장치를 이용하였다. 동일한 처리조건 및 
동일한 웨이퍼를 HMDS증기로 처리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측각기를 이용하여 접촉각도를 측정한다. 결
과는 다음의 표 8와 같았다:

[표 8]

1. 각도가 15도 미만이면 측정이 어려워 접촉각도는 계산추정한다.

[실시예 18-19]

SEH사에서 구입한 전처리 실리콘 웨이퍼를 먼저 Geneses HOTBLOCK 어댑터가 장착된 Genesis 2020 증기 전
처리 장치에서 OTMSA 증기(시약형, 98% 순도)로 100℃에서 60초간 처리하고 측각기로 각도를 측정하자 72
도 였다. 이것을 Shipley Col SNR-200으로 회전피복처리하고 125℃에서 60초간 가볍게 가열하여 약 1.0 
마이크론의 필름두께를 얻었다.  엣지 풀백이 전혀없는 감광제가 관찰되었다.  필름을 248nm에서 60초간 
0.50na, GCA XLS-2950 스테퍼(40MJ/㎠)에서 노출하고 130℃에서 노광후 목표폭인 0.5um인 마스크를 통과
하였다. 내식막은 Shipley Co. MF  CD-14로 현상처리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패턴을 측정하면 OTMSA와 

HMDS 출발반응 웨이퍼 양쪽 모두 라인/공간쌍이 0.48㎛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9]

이 결과에서 OTMA는 성능 측면을 볼 때 HMDS와 같거나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식막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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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았으며 OTMSA는 부작용없이 HMDS와 서로 교환해서 쓸 수도 있었다.

[실시예 20-22]

1.0μ두께의 알루미늄층으로 피복된 Silica Source Technologies Crop(Tempe, AZ)의 제품인 2개들이 한세
트의 실리콘 웨이퍼를 역시 동회사의 제품번호 AP010인 HMDS를 100℃에서 30초동안 HOTBLOCK 어댑터 장착 
Genesis 2020 증기 출발물질 장치에 넣어 처리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또다른 한세트의 웨이퍼를 액상 
OTMSA(98%, Wright Chemical CO)에서 유도한 OTMSA 증기로 처리하였다. 또한 세번째 웨이퍼세트를 액상 
IPTMS(97% 순도)로부터 얻은 IPTMS증기로 처리하였다. 측각기로 측정한 접촉각에 대해 다음의 표 10에 나
타내었다.

[표 10]

[실시예 23]

상술한 절차대로 측정하고 접촉각도가 32도인 100mm 출발반응 실리콘 웨이퍼를 액상 TMTFA(97% 순도)에서 
유도한 TMTFA 증기를 실시예 20에서 사용한 Genesis 2020 증가 출발반응장치에 넣어 15초간 50℃ 온도에
서 처리하였다. 측정된 접촉각도는 71도 였다.

본 발명의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양한 변형 구체
예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명세서의 특정 구체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특허청
구의 범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변형 및 수정내용도 발명의 보
호범위로 본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기 기판으로의 고분자 물질의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하나이상의 알킬실릴 성분 및 하나 이
상의 실리콘과 결합하는 가수분해형 이탈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오르가노실란 화합물로 기판을 전처리
하고; 알킬실릴성분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표면층을 가지는 상기 기판을 실릴화 반응하기에 충분한 조건하
에서 상기 기판과 상기 하나이상의 오르가노실란 화합물로 전처리시에 반응시키고; 상기 가수분해형 이탈
기는 상기 기판과 반응하여 pH값이 7이하인 부산물을 생성하도록 반응하며; 상기 고분자물질을 상기 실릴
화반응된 기판에 마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기판은 단결정 실리콘, 폴리실리콘, 이산화규소, 질화규소, 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산
화알루미늄, 동, 산화동, 티타늄, 질화티타늄, 티타늄 텅스텐, 붕인산 규소유리(boronphosphorus silicon 
glass),  스핀-온-글래스(spin-on-glass),  및 규화물로 구성되는 군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물질은  폴리비닐페놀,  폴리히드록시스티렌,  폴리(t-부틸-카르복시)스티렌, 
폴리푸메라이트,  폴리(t-부톡시스티렌),  폴리이소프렌,  포름알데히드 노볼락 및  폴리아크릴 에스테르로 
구성되는 군중에서 선택된 고분자화합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감광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감광제 물질은 시아누레이트와, 오늄염, 디아조나프테나이트 및 아지드로 구성되는 군중
에서 선택된 광개시제를 더욱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은 트리알킬실란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트리알킬실란 화합물이 다음의 식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여기서 X는 O 또는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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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O, CH2, CHR, CHOR, CRR, 또는 NR, 및

R은 수소, C1-C8 포화 알킬, C4-C6 포화 고리형 알킬, C1-C8 불포화 알킬, C4-C6 불포화 고리형 알킬, C2-C10 

플루오르화 알킬, C5-C8 플루오르화고리형 알킬, 트리알킬실옥시, 트리알킬실릴, C1-C12 알콕시, 페닐, 플

루오르페닐, 페네틸, 또는 C3-C6 알킬 케톤이다.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이 다음의 구조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여기서 R
2
는 C1-C2 포화알킬, C3-C8 포화고리형 알킬, C2-C8 불포화 알킬, C4-C8 불포화 고리형 알킬, C1-C8 

플루오르화 알킬, C5-C8 플루오르화고리형 알킬, 페닐, 플루오르화 페닐, C3-C6 알킬 케톤, C2-C9 알킬 에

테르, C3-C6 불포화 알킬 케톤, 또는 플루오르화 알킬 에테르이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R
2
는 상기 플루오르화 페닐과 상기 플루오르화 알킬 에테르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R
2
는 트리플루오르메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이 다음의 식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여기서 R
3
은 직쇄나 측쇄 포화 알킬이다.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가수분해형 작용기는 아세테이트, 카르복실레이트, 에놀, 알콕시드, 설페이트 및 아미드
로 구성되는 군중에서 선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5항에 있어서, 트리알킬실란 화합물은 O-트리메틸실아세테이트, 이소프로페녹시트리메틸실란, N-메틸트
리메틸실릴트리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트리메틸메톡시실란  및  트리메틸에톡시실란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은 실온 내지 250℉의 온도와 대기압 내지 1 torr 미만의 압력에서 
증기상태로 기판과 반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오르가노실란은 실리콘에 결합한 2개의 가수분해형 작용기를 가진 디알킬실란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알킬실란은 디메틸디메톡시실란과 디메틸디아세톡시실란으로 구성되는 군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6 

무기 기판으로의 고분자물질의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O-트리메틸실릴-아세테이트, O-트리메틸
실릴프로프리오네이트,  O-트리메틸실릴  부티레이트,  트리메틸실릴트리플루오르아세테이트, 트리메틸메톡
시실란, N-메틸-N-트리메틸실릴 트리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 O-트리메틸실릴아세틸아세톤, 이소프로펜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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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메틸실란, 비스(트리메틸실릴)트리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 메틸트리메틸실린디메틸케톤 아세테이트 및 
트리메틸에톡시실란으로 구성되는 군중에서 선택되며 실리콘과 결합하는 하나 이상의 가수분해형 이탈기
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오르가노실란 화합물로 상기 기판을 전처리하고, 상기 기판을 실릴화반응하기에 
충분한 조건하에서 상기 기판과 상기 하나이상의 오르가노실란 화합물로 전처리시에 반응시키고, 상기 가
수분해형 이탈기는 상기 기판과 반응하여 pH값이 7이하인 부산물을 생성하도록 반응하며; 상기 고분자물
질을 상기 실릴화반응된 기판에 마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단결정 실리콘, 폴리실리콘, 이산화규소, 질화규소, 알루미늄, 산화알루미
늄, 산화알루미늄, 동, 산화동, 티타늄, 질화티타늄, 티타늄 텅스텐, 붕인산 규소유리(boronphosphorus 
silicon glass), 스핀-온-글래스(spin-on-glass), 및 규화물로 구성되는 군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의 방법으로 제조한 실릴화반응된 기판.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그의 위에 고분자 피막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고분자 피막이 감광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액상의 상기 오르가노실란 화합물로 상기 기판을 전처리하는 것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되
는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유기용제내에 상기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을 마련하고 상기 기판을 기상의 상기 용제로 전
처리하는 것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되는 방법.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유기용제내에 상기 오르가노실란 화합물을 마련하고 상기 기판을 액상의 상기 용제로 전
처리하는 것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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