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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2/Ar gas mixture 중성빔을 이용한 블록공중합체 식각 연구 

Block Copolymer (PS-b-PMMA) Etching Using Cl2/Ar Gas Mixture in Neutral Be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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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Block Copolymer lithography는 deep nano-scale device 제작을 위한 기존의 top-down방식의 photo-lithography를 
대체할만한 기술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olystyrene(PS)/poly-methyl methacrylate (PMMA)로 구성된 BCP의 
nano-scale PS mask는 일반적인 플라즈마 공정에 쉽게 damage를 입는다. 중성빔 식각을 이용하여 식각 공정 중 발생하는 
BCP의 degradation을 감소시키고, 비등방성 식각 profile을 얻을 수 있으며 sidewall roughness(SWR)와 sidewall angle(SWA)
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 및 직접화가 요구됨에 따라 critical dimension(CD) 사이즈가 nano-scale로 작아지고 그에 따른 
patterning 기술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자가분리조립(Direct Self-Assembly, DSA) 기술을 이용한 BCP patterning은 대면
적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생산가격이 다른 patterning 기술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BCP patterning을 이용하여 반도체 물질의 nano-structure를 제작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 본론  

본 실험에서는 40nm hole과 20nm lamellar patterned BCP를 etching mask로 이용한 Silicon에 Cl2/Ar gas mixture를 사용하
여 중성빔과 이온빔의 etch selectivity와 etch profile을 비교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Plasma source로는 RF를 이
용한 ICP type의 장치를 사용하였고 3 grid assembly을 이용하여 이온빔을 추출하였다. 중성빔 시스템은 추출된 이온빔에 
low angle reflector를 적용하여 사용되었다

Fig. 1. Ion Beam과 Neutral Beam에서 etch time에 따른 etch depth 변화

3. 결론

Neutral Beam Etching을 이용하여, Ion Beam Etching에서 보다 Si/BCP의 etch selectivity를 약 33% 향상하였고, 또한 제작된 
nano-structured Si 에서 etch profile의 SWR 및 SWA의 분석을 통해 중성빔 식각시 더 vertical한 etch profiled을 얻을 수 있

었다. 또한 중성빔 식각에서 surface charging 및 plasma damage가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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