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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투명 엠보싱 도구(110)를 사용하여 패터닝 및 경화함으로써 가요성 기판(140) 상에 생성될 수 있는 PIRM 교차점 어

레이로 알려진 메모리와 같은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 층형 그룹핑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엠보싱 이전에 투명 엠보싱 도구에 관련하여 가요성 기판 상에 직렬로 증착된 다수의 박막을 포함하는 층의 

그룹핑의 단면도,

도 2는 투명한 UV 방사 엠보싱 도구가 트렌치를 따라 엠보싱하고 엠보싱 층을 경화하는 동안의, 가요성 기판 상에 다

수의 박막을 포함하는 패터닝된 층의 그룹핑에 대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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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투명한 UV 방사 엠보싱 도구가 트렌치를 엠보싱하고 그 엠보싱 층을 경화하여 잔연 층을 남기 이후의, 가요성

기판 상에 다수의 박막을 포함하는 패터닝된 층의 그룹핑에 대한 단면도,

도 4는 패터닝된 층의 엠보싱되고 경화된 그룹핑을 에칭한 결과에 대한 3차원 도면이되, 본 발명의 프로세스의 선택

적 에칭 단계는 엠보싱된 잔여물 및 막 층을 엠보싱된 트렌치 영역 내의 기판 아래로 에칭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패터닝된 층의 엠보싱되고 경화된 그룹핑 아래의 전이(접착) 층의 3차원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패터닝된 층의 엠보싱되고 경화된 그룹핑의 상단의 전이( 접착) 층의 반전과, 패터닝된 층이 처음으

로 인가되어 패터닝된 층이 전이 층에 내장된 실질적으로 평면의 표면을 남기게 되는 본래 기판으부터 벗겨지는 단계

를 도시하는 3차원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패터닝된 층 및 전이 중합체의 제 1 그룹핑의 (최초의) 하단 표면의 상단에 패터닝된 층의 제 2

그룹핑을 인가하는 3차원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층의 제 1 그룹핑의 패터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기저 박막 스택 또는 층의 제 

2 그룹핑을 패터닝하기 위한 에칭 마스크로서 엠보싱된 재료를 사용한 결과에 대한 3차원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엠보싱 도구 120 : 엠보싱 층

140 : 가요성 기판 350 : 트렌치

410 : 제 1 패터닝된 막 420 : 본래의 기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밀도, 대용량, 저비용 데이터 저장용으로 적합한 디지털 메모리 회로에 사용되는 집적회로의 생산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층 그룹핑을 포함하는 박막들을 패턴화하는 엠보싱 방법에 따라 가요성 기판 상에 다층 그룹핑

으로 제 조되는 대량 생산되는 교차점 메모리 어레이의 제공(mass produced cross point memory arrys)에 관한 것

이다. 강성 웨이퍼(rigid wafer) 상에 위치하거나 또는 포토레지스트 등에 스펀 온(spun on)되는 것 보다, 본 발명의 

어레이는 가요성 기판 상에 롤 코팅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접근 방법은 소비자 장치 및 다른 전자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PIRM(Permanent Inexpensive Rugged Memory) 교차점 어레이와 같은 디지털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메

모리 어레이를 값싸게 대용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정지 및 동영상),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리코더(예로, MP3 플레이어),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이동 전화 등과 같은 다수의 소비자 장치는 이제 점점 커지는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 및/또는 이용하도록 구성된

다. 정지 및/또는 동영상용의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는 예를 들어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미지를 나타낸

다. 각 디지털 이미지는 몇 메가바이트(MB)까지의 데이터 저장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장량이 카메라에 이

용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디지털 소비자 장치는 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한 저장 메모리

를 요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 저장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저장 메모리는, (1) 약 10 MB 내지 1기가바이트(GB)의 

충분한 용량의 비교적 저 비용이어야하고, (2) 전력을 적게 소모해야 하며(예로, <<1와트), (3) 휴대용 배터리로 전력

이 공급되는 동작 환경에서 대처하도록 견고한 물리적 특성(rugged physical characteristics)을 가져야하고, (4) 바

람직하게 짧은 액세스 시간(이상적으로 1/1000초 보다 작은 시간) 및 적당한 전송률(예로, 20 Mb/s)을 가져야하며, 

또한 PCMCIA 또는 컴팩트 플래쉬 카드와 같은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 모듈로 패키지화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산

업 표준 FLASH 메모리의 한계점,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애플리케이션에 널리 이용되기에는 고비용이고 비교적 

낮은 용량 등은 잘 알려져 있고, 그리하여 디지털 카메라 및 다른 휴대용 기구에 대한 저 비용의 기록 저장(archival s

torage)의 문제를 처리하는 'PIRM'(Portable Inexpensive Rugged Memory)으로 불리는 유형의 메모리 모듈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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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급되었다. PIRM 메모리의 장점은 위의 소비자 장치에서의 대용량 메모리의 필요성에 적합하다(예로, PCMCIA 

또는 컴팩트 플래쉬와 같은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 2000 G 쇼크 내성, 낮은 전력 소모(<<1W), 짧은 액세스 시간(<1m

s), 적당한 전송률(20Mb/s) 및 충분한 용량(10MB 내지 1GB)). 또한, PIRM 메모리 모듈은 실리콘 기판을 피하고, 면

적 밀도를 낮추며 프로세스 복잡도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인기있는 소비자 장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량의 이러한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PIRM 메모리 모듈의 생산

은 문제성이 있고, 현재의 생산 방법은 매우 고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밀한 유형(e

xacting type)의 유형의 메모리 어레이를 대규모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롤 투 롤 생산 환경(roll-to-roll production environment)에서 가요성 플라스틱 웹 상에 금속 및 반도체의 박막을 패

터닝함으로써 이러한 대규모 생산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 웹 생산은 가요성 기판 상에 사용

되는 실제 패터닝 방법의 고유 결함에 의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 크린 프린트 및 잉크 제트, 포토

리소그래피 및 레이저 융제(laser ablation) 등과 같은 현존하는 패터닝 솔루션은 각각 분해능 및/또는 처리량이 부족

하고, 또한 부차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스크린 프린트 또는 잉크제트 기반 패터닝 기법은 비교적 적은 처

리량을 야기하고 증착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재료를 패터닝하는 능력을 제한한다. 포토리소그래피, 레이저 융제 또는

다른 광학 기반 패터닝 방법은 비교적 적은 처리량, 보다 높은 자본비용 및 낮은 분해능을 야기한다. 이것은 이러한 

광학 기반 기법의 분해능이 λ/NA에 비례하는 회절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며, 여기서 λ는 조명의 파장이고 NA는 

이미징 시스템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이다. 이미징 시스템에 대한 필드의 깊이, 따라서 표면 불규칙을 처리하

는 그것의 능력이 λ/NA 2 만큼 제한되는 경우, 어느 지점에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요성 기판 상의 작은 피쳐

를 분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은 표면 불규칙 없이, 특히 전형적인 가요성 웹의 표면 거칠기가 주어진 경우 진공 또

는 정전 쳐크(electtostatic chuck)를 이용하여 가요성 기판을 클램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엠보스 및 리프트오프 기법은 가요성 기판 상에 사용되는 경우 비교적 높은 분해능 및 높은 처리량을 갖는 저비용의 

패터닝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전자 장치의 제조를 위한 그것의 유용성이 제한된

다. 하나의 제한은 다층 증착의 패터닝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미 패터닝된 막 세트의 상단 상에 제 2 증착/

패터닝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프 로세스 흐름은 단일 균일 증착에 대해 잘 동작하지만, 측벽 커버리

지가 패터닝된 피쳐에서 분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박막이 직렬로 증착되고 코-패터닝되는 방식의 이질 

증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동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최근의 진보된 기법은 다층을 생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발전된 프로세스도 포

토레지스터를 사용하여 강성 웨이퍼 기판 상에 스펀되는 증착의 사용으로 제한되어, 이 프로세스는 대량 생산 잠재성

을 제한받는 보다 덜 경제적인 수단으로 격하된다.

따라서, 종래의 방법은 앞서 설명한 다른 패터닝 방법의 사용에 제한되고, 가요성 기판 상에 다수의 막을 패터닝하려

는 경우 엠보싱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PIRM 메모리 모듈과 같은 디지털 회로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의 교차점 어레이 및 다른 유형

의 관련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경우 가요성 웹 시트 기판 상의 엠보싱 프로세스의 이용함으로써 대량 생산, 고선명(hi

gh definition) 및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가요성 기판 상에서 엠보싱되고, 경화되며 에칭된 다수의 층이 PIRM 교차점 메모리 어레이용

으로 제공된다. 원하는 고선명 및 처리량을 제공하고, 또한 종래 기술의 패터닝 기법의 전형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개

선된 엠보싱된 리소그래피 기법에 따라, 교차점 어레이는 플라스틱 웹 기반의 롤 투 롤 환경에서 생성된다. 또한, 이러

한 디지털 회로의 프로세스 복잡도는 가요성 기판 상에 사용되는 패터닝 방법으로서 본 발명의 엠보싱된 리소그래피

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강성 및 가요성 기판 모두에 대한 종래 기술의 패터닝 방법과 비교해 볼 때, 본 발명의 엠보싱은 비교적 높은 처리량

을 산출하고, 넓은 범위의 재료를 패터닝하는 능력을 제공하며 보다 큰 분해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특히 다른 패터

닝 방법에 비교해 볼 때 보다 높은 처리량, 보다 낮은 자본 비용 및 보다 큰 분해능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주어진 플라스틱 웹의 전체 폭이 한번에 엠보싱되기 때문에 본 발명의 처리량은 종래 기술의 광학 기법보다 더 높으

며, 소스가 기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스캔되어야 하는 광학 기법 내의 고유 한계와 대조된다. 종래의 예를 들어 엑사

이머 레이저 시스템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엠보싱 시스템의 자본 비용은 엑사이머 레이저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낮고, 

또한 엑사이머 레이저의 열 효과에 의한 부차적인 손상의 잠재성 및 광학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엑사이머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예를 들어 스캔의 필요성, z-높이에 대한 민감도 등을 피한다. 본 발명의 매스 엠보싱 리소그래피

(mass embossing lithography)는 또한 기판 상에 다수의 막을 패터닝하는 것과 그룹을 적층하는 것에 관련된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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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싱 기법의 한계를 극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가요성 및 강성 기판 모두에 대한 다양한 종래의 패터닝 방법의 다른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교차점 메모리 어레이의 생성을 위한 종래의 엠보싱의 단점을 강성 기판보다는 가요성 기판 

상에 다수의 층을 롤 코팅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극복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 한 층들은 엠보싱 및 경화를

위한 투명한 엠보싱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화는 UV 광을 UN 경화가능 광중합체로 유도하는 

엠보싱 도구의 후면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방성 에칭과 같은 건식 에칭 프로세스가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더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형태는 교차점 메모리 어레이, 종단 패드(terminating pad) 등에 사용되는, 집

적 회로용 행 및 열 전극을 생성하는 것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단지 예시적으로 이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개선된 엠보싱된 매스 리소그래피에 따라, 교차점 메모리 어레이 같은 회로 및 다른 애플리케

이션(예를 들어 롤 투 롤 환경에서 플라스틱 웹 상에서 효과적으로 대량 생산될 수 있는 PIRM 디지털 메모리 시스템)

이 개시되어 있다. 후속하는 설명에 있어서, 설명을 목적으로,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명칭 및 

특정 구현의 상세 사항이 설명된다. 그러나, 당업자에게는 이들 특정 상세 사항은 본 발명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요구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디지털 메모리 시스템의 회로

PIRM 메모리 모듈과 같은 전형적인 디지털 메모리 시스템은 각각이 교차점 메모리 어레이를 갖는 복수의 층으로 구

성된다. 다수의 층은 단일 메모리 모듈을 형성하도록 적층되어, 메모리 모듈은 단일 층 상에 가능한 다수의 데이터 저

장의 저장 용량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PIRM 메모리 모듈의 구성은 메모리의 다수의 층을 도전성 패드와 같은 다른 

회로를 통해 상호연결된 3차원 저장 모듈로 적층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9/875,356(대리인 도켓 

번호 10002367)은 개선된 적층가능 회로를 PIRM 메모리 모듈에 제공하는 것과 연관된 기술을 전체적으로 참조하여

설명하는 반면,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9/875,833(대리인 도켓 번호 100034777)은 소비자 장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참조된 PIRM 기반 디지털 메모리 시스템을 설명하고, 미국 특허 출원 번호 10/245,897(대리인 도켓 번호 10000831

2; '적층가능 회로의 상호연결을 위한 큰 라인의 도전성 패드')은 PIRM 기반 디지털 메모리 내의 층들을 연결하는 도

전성 패드용으로 사용되는 회로 유형을 설명한다. 이들 문서의 개시물은 명시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써 통합된

다.

적층가능 회로의 교차점 메모리 어레이, 도전성 경로 등은 롤 투 롤 프로세싱으로 가요성 플라스틱 또는 금속 기판을 

이용하는 간단하고 저렴한 프로세싱에 따라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엠보싱된 매스 리소그래피 기법은 

디지털 메모리 회로의 모든 방식에 대해 사용될 수 있지만,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상세 사항들은 앞서 언급한 디지털 

메모리 시스템 내의 교차점 어레이를 형성하는 실시 예에 특히 적합하며, 이하에서 본 설명은 특히 교차점 어레이 메

모리용 회로를 생성하는 것을 참조할 것이다.

교차점 어레이의 엠보싱된 마스크 리소그래피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교차점 어레이는 패터닝된 층의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그룹핑을 조합함으로써 

형성될 것이다. 주어진 그룹핑의 구조는 도 1에 도시된 (제 1) 표본 그룹핑에 도시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엠보

싱된 마스크 리소그래피의 개시에 앞서 패터닝된 층의 예시적인 그룹핑을 도시하고 있다. 일 실시예에서, 패터닝된 

층의 그룹핑은 일 실시예에서 플라스틱(중합체) 기판(140) 상에 형성되는, 패터닝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박막(130)을

포함할 수 있다. 기판용으로 반드시 중합체 재료가 사용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재료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생성 및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판(140)은 다양한 상업적 이용가능 가요성 기판(

예로 중합체 재료 또는 다른 가요성 재료)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고, 그것들 모두는 바람직하게 시트 재료의 형태이다.

이 기판은 바람직하게 얇아서 0.01 mm 내지 0.05 mm의 두께와 같은, 가요성의 '롤 투 롤' 프로세싱이 가능하다. 박

막(130)을 위한 박막 증착은 하나 이상의 금속, 반도체 및 유전체 층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회로의 반도체 층용으

로 다수의 상이한 재료가 존재하는데, 그 예로 유기 및 무기 재료가 있는데, 환경적 안정성 및 기술의 성숙 때문에 무

기 반도체 재료가 바람직하다. 일 실시예 에서, 예시적인 층형성은, 금속/I-A-Si/P+ 미정질 실리콘/I-A-Si/N+ 미정

질 실리콘/금속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기판 및 박막 조성 및 증착 프로세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통합된 특허 출원을 참조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다른 재료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

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엠보싱 층(120)은 박막(130)의 상단에 인가된다. 이 층은 UV 경화가능 수지의 경화되지 않은 층, 또는 자신의 Tg이

상으로 가열된 열가소성 수지 또는 화학적으로 연화된 플라스틱 또는 다른 액체 기반 재료 및 고온으로 인가된 고체

일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엠보싱 층(120)은 박막(130) 상에 코팅된 UV 경화가능 수지와 같은 광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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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포함할 것이다.

그 후, 주어진 그룹핑의 패터닝에 대한 몇몇 접근 방식이 행하여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위의 참조에서 설명한 엠

보스 및 리프트오프 기법 및 '적층가능 회로의 상호연결을 위한 큰 라인의 도전성 패드'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 출원의 

변형이 사용되어 필요에 따라 엠보싱된 층을 벗겨내기 위한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패터닝된 층의 그룹핑은, UV 광을 이용해 엠보싱 및 경화하는 투명 엠보싱 도구 및 이방성 에

칭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엠보싱된 매스 리소그래피 기법에 대한 후속하는 설명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프로세스는 마이크론 또는 서브-마이크론 스케일 피쳐의 패턴으로 엠보싱 층을 엠보싱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한다. 이 엠보싱은, 롤(도시되 어 있지 않음)의 부분이고, 이미 그것의 표면 상에 정의된 피쳐를 가지고 있

는 스탬퍼 또는 엠보싱 도구(100)에 의해 수행된다. 그것의 연화된, 액체 상태에서, 엠보싱 층(120)이 롤 투 롤 프로

세스로 엠보싱 도구에 의해 엠보싱되는 경우, 매우 작은 바람직하지 않은 변형 압력(deform pressure)이 기판 및 박

막 층 상에 나타난다. 전형적으로, 엠보싱 도구는 제 2 롤러로부터 고정된 거리로 유지되는 제 1 롤러에 고정된다. 코

팅된 기판은 롤러 사이에 공급되어 웹이 롤러 사이의 첨두(nib)를 통과함에 따라 연화된 플라스틱은 엠보싱 도구의 위

상 피쳐(topological features)로 찍혀진다. 스탬퍼 또는 엠보싱 도구(110)는 PDMS(poly dimethyl siloxane)와 같은

UV 투명 재료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엠보싱 도구(110)를 투명 구조체로서 제공한다는 것은 엠보싱 층(120)이, 단순

히 일반적으로 경화 광 에너지에 노출되는 대신, 엠보싱될 수 있고 그런 다음 엠보싱 도구(110)의 투명에 따른 패턴에

따라 정확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직하게, 이러한 경화는 노출의 정확성을 최대로 하고 엠보싱 도구(

110)가 엠보싱된 엠보싱 층(120)으로부터 깔끔하게 물러나게(cleanly withdraw) 하기 위해 엠보싱 도구(110) 전체

가 엠보싱 층(120)에 관여하는 동안에 발생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에너지는 실질적으

로 엠보싱 도구 뒤에서부터 유도되는 UV 광 소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엠보싱 이후, 박막

의 상단의 엠보싱된 엠보싱 층(120)에 양각의 패턴이 형성될 것인데, 엠보싱 층(120)의 적어도 일부분은 원하는 위상

을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엠보싱 도구(110)가 엠보싱된 엠보싱 층(120)으로부터 깔끔하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정확하게 경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패터닝되고 경화된 후 도 3은 엠보싱되고 경화된 엠보싱 층(120)에 대해 얼마나 얇은 층이 트렌치 또는 그루

브(들)(350)의 바닥에 여전히 남게될 것인가를 도시하고 있다. 엠보싱되고 경화된 엠보싱 층(120)의 결과적인 위상(t

opography)은 피크(높은 지점) 및 극점에서부터 기저 박막 층(130)까지의 제각각의 깊이에 대해 측정된 트렌치(낮은

지점)를 갖는 총안형(crenellated) 측면 프로파일을 가질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피크 및 트렌치는 이들의 제

각각의 깊이들 간에 소정의 비율을 가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엠보싱된 엠보싱 층(120)의 보다 높은 지점의 깊이 대 

트렌치(350) 내의 나머지 엠보싱된 엠보싱 층의 깊이는 3 내지 5배 더 높은 범위를 가질 것이고, 하나의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는 대략 3:1일 것이다. 상대적 깊이에 있어서의 이러한 유형의 불일치(disparity)는 패터닝된 엠보싱된 층(12

0)이 트렌치 또는 그루브(들)(350)을 따라서만 박막 층(130)의 부분들을 에칭할 수 있는 에칭 프로세스에 사용되도록

해주는 마스크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층형 그룹핑에 사용되는 정확한 재료에 따라, 이 프로세스는 이상적으로 건식 

에칭 프로세스 유형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반응성 이온 에칭과 같은 이방성 에칭일 수 있어서, 피크 및 트렌치의 측

면 피쳐 선명도는 보존될 것이다. 에칭 프로세스의 끝에서, 패터닝된 막의 그룹핑은 도 4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이 중합체(transfer polymer)(510)는 본래의 기판(420) 상에 위치한 주 패터

닝된 막(primary patterned films)(410)에 적용된다. 중합체(510)의 적용은 두 개의 기능을 한다. 하나는 에칭된 트

렌치를 채워 기판(420) 상에 평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기능은 이후의 리프트 오프를 위해 에칭된 

구조체에 지지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그룹핑은 역전되고 기계적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가 이용되어,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평면인 기판(610)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본래의 기판(420)(주 그룹핑(

410)이 적용되었음)은 리프트 오프된다. 이것은 주 패터닝된 막(410)의 본래 순서를 바꾸고(transpose), 초기 평탄한

표면 상에서 시작함으로써 패터닝된 층의 또 다른 그룹핑의 순차적 인가 및 엠보싱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 프로세스 단계는 패터닝된 층의 제 2 그룹핑을 증착하는 단계이며, 이는 주 그룹핑과 유사하게 하나 이상의 금

속, 반도체 및 유전체 층으로 이루어지며 위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게 수행된다. 이하에서 패터닝된 얇은 층의 제 2 

그룹핑은 패터닝된 얇은 층의 제 1 그룹핑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세부 내용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에 따라, 얇은 층의 제 2 그룹핑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용되고, 엠보싱되며 에칭될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패터닝된 얇은 층의 제 2 그룹핑은, 패턴닝된 얇은 층의 제 1 그룹핑의 상단에 패터닝된 얇은 층의 제 2 그룹핑의 실

질적으로 수직적 병치를 제공하도록 엠보싱되고 에칭될 수 있다(도 7). 이와 같이 제공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회로 

응용 어디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병치된 행 및 열의 전극 층이 생성된다. 그룹핑이 위에서 설명

한 상세 사항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교차점 메모리와 같은 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구조화(structuring)는 상단의 금속 증착, 하단의 금속 증착, 그 사이에는 다이오드 및 스위치로 이루어진

일반적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메모리 어레이를 형성하는 당업계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임의의 특정 

실시예에서, 위에서 언급한 선택적 에칭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칭 프로세스가 제 2 그룹핑 내에서 정지하고 

주 그룹핑은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세싱에 있어서 평면도에 대한 

임의의 잠재적 불균형을 수용하기 위해 트렌치와 피크 사이에 보다 높은 구조적 종횡비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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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이전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예로서 설명되고, 설명한 회로, 구조, 배열 및 프로세

스에 대한 다수의 변형은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 가능하다. 당업자에게 분명해지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원리는, 첨부한 청구항에 정의된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회로, 구조, 배열 및 프로세

스에 대한 다수의 다른 변형들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필요한 수량의 교차점 어레이 및 다른 유형의 관련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경우 가요성 웹 시트 기

판 상의 엠보싱 프로세스의 이용함으로써 대량 생산, 고선명(high definition) 및 규모의 경제로 PIRM 메모리 모듈과 

같은 디지털 회로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엠보스(emboss) 및 리프트오프(lift off) 프로세스에 의해 디지털 회로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막(130)을 이용해 가요성 기판(140)의 표면을 코팅하는 단계와,

상단 및 하단을 갖는 제 1 층형 그룹핑을 형성하기 위해, 광 경화가능 중합체(120)를 이용해 상기 가요성 기판 상의 

상기 막을 코팅하는 단계- 상기 하단은 실질적으로 상기 가요성 기판과 접촉을 함 -와,

실질적으로 투명한 엠보싱 도구(110)를 사용하여, 상기 중합체 상에 트렌치 부분 및 피크 부분을 갖는 복수의 실질적

으로 평행한 함몰부(depression)(350)를 엠보싱하는 단계와,

상기 실질적으로 투명한 엠보싱 도구를 통과하여 유도된 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상기 광 경화가능 중합체를 경화시키

는 단계와,

상기 제 1 층형 그룹핑(410) 내의 상기 함몰부의 상기 트렌치 부분에 실질적으로 인접한 상기 기판의 상기 표면까지 

이어지는 상기 복수의 함몰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에칭함으로써 상기 제 1 층형 그룹핑을 패터닝하는 단계와,

전이 중합체(transfer polymer) 층(510)을 상기 제 1 층형 그룹핑의 상기 상단에 인가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층형 그룹핑을 반전(invert)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층형 그룹핑의 상기 하단 상에 실질적으로 평면의 표면(610)을 노출시키도록 상기 가요성 기판(420)을 리

프트오프하는 단계와,

실질적으로 상기 제 1 층형 그룹핑의 상기 코팅, 형성, 엠보싱, 경화 및 패터닝 단계에 따라 제 2 층형 그룹핑(710)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층형 그룹핑의 상기 하단의 상기 노출된 실질적으로 평면의 표면 상에 제 2 층형 그룹핑을 인가하되, 상기 

제 1 및 제 2 층형 그룹핑의 상기 실질적으로 평행한 선형 함몰부는 서로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병치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회로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엠보싱 프로세스는 UV 경화가능 실리콘 고무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재료로부터 실질적으

로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스탬퍼를 사용하는 디지털 회로 생성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터닝 프로세스의 상기 에칭은 이방성 에칭을 포함하여 상기 트렌치 부분의 측면 선명도가 보존될 수 있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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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회로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터닝 프로세스의 상기 에칭은 반응성 이온 에칭을 포함하는 디지털 회로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층형 그룹핑의 제 1 막은 금속, 유체 및 반도체를 포함하는 재료 그룹으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재

료로부터 형성되는 박막일 수 있는 디지털 회로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 중합에는 UV 경화가능 중합체이고 상기 광 에너지는 UV 광을 포함하는 디지털 회로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엠보싱 프로세스는 실질적으로 적어도 폴리 디메틸 실록산으로부터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스탬퍼를 이용하는

디지털 회로 생성 방법.

청구항 8.
디지털 데이터 회로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 모듈은 복수의 형성된 부분을 갖는 디지털 회로를 가지며, 적어도 하나의 상기 형성된 부분은 엠보싱된 층의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그룹핑을 가지고, 엠보싱된 층의 상기 제 1 및 제 2 그룹핑은 서로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

직적 병치인 제각각의 실질적으로 선형의 트렌치를 가지며 형성되어 있고, 상기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는 디지털 데이

터 회로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엠보싱된 층의 상기 제 1 및 제 2 그룹핑의 상기 제각각의 실질적으로 선형의 트렌치 및 피크는 가요성 기판 상에 형

성되고 이방성 에칭을 통해 마스크 에칭되는 디지털 데이터 회로 시스템.

청구항 10.
제 8 또는 제 9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요성 기판 상에 엠보싱된 층의 상기 제 1 및 제 2 그룹핑을 형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UV 경화를 통해 달성되는 

디지털 데이터 회로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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