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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thographic data obtained from PHS(polyhydroxy styrene) having various functionalities were investigated by using     

a photoacid generator based on diazo and onium type. Chemically amplified photoresist based on the KrF type photoresist     

was developed by using a photoacid generator and multi-functional resin. Thermal stability for the photoacid generator     

showed that the increase of loading amount of photoacid generator resulted in the decrease of glass transintion temperature     

(Tg). The photoacid generators having methyl, ethyl, or propyl group in their cationic structure produced T-top structure     

in pattern profile due to the effect of acid diffusion during the generation of acid in the resist. The increase of carbon     

chain length in the anionic structure of photoacid generators resulted in lower pattern resolution due to the interruption     

of acid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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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우리는 미세전자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또       

한 컴퓨터시장은 급속도로 양과 질 면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 리소그래피 기술은 가희 폭발적으로 발달하     

여 전자장비의 선폭이 최소 30 nm이하로 까지 줄어드       

는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집적도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러     

기 위해서는 최소 미세 회로 선폭(minimum feature      

size line with)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해상도를 향상시      

켜야 한다. 최근 관심이 높은 100나노 이하(sub-      

micron)의 해상도가 요구되는 Mb DRAM급 ULSI 생      

산에 있어서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라 불리는 포토레지      

스트의 성능은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구현하는 리소그래피 공정에     

서, 선폭이 감소함에 따라 더욱 짧은 파장의 광원을 필     

요로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기술적 문제점들     

이 발생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포토 리소그래피는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으     

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그 한계를 극복해 왔다. 회     

로 패터닝에 있어 근본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제한요인     

은 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빛의 파장으로, 0.8 µm이상     

의 선폭을 갖는 회로의 경우에는 수은램프(파장     

=365 nm)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하의 선폭을 패터닝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원이 필요하게 되었다.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 KrF (Kripton Fluoride) 엑시머 레이저(파     

장=248 nm)를 이용하여 0.13 µm 공정이 가능해졌으며,     

90 nm 이하의 공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ArF(Argon     

Fluoride) 엑시머 레이저(파장=193 nm)가 사용되고 있     

다. ArF 엑시머 레이저보다 더 짧은 파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소 엑시머 레이저(F2, 파장=157 nm)를 사     

용하여야 하나, 렌즈 시스템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가 낮아지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이 한계 해상도(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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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에 도달하였을지라도, 새로운 레지스트 및 프로세     

스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레지스트의      

개발에 주원료라고 할 수 있는 광산발생제(Photoacid     

generator)와 고분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포토레     

지스트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     

로 사용 되어 지는 디아조(diazo) 타입과 오니윰      

(onium)타입의 광산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을 이용   

하여 다양한 작용기를 가진 PHS(polyhydroxy styrene)     

수지에 적용하고 그들의 리소 그래피 자료를 얻었다.      

다양한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를 이용하여    

수지의 프로파일 패턴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으며, KrF      

용 수지에 다양한 작용기를 합성하고 적용하여 해상도      

와 프로파일이 개선 되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

2. 반도체 산업 및 소재 산업

반도체 산업 및 소재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장치 산업      

으로서 거액의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비가 소요되면       

서도 고도의 첨단 기술로 기술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르        

기 때문에 제품 수명이 짧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시장        

진입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급락하는 특성     

이 있으므로 조기에 개발하여 제품화하고 시장 형성      

초기부터 양산화하여 출하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의 확       

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대량 생산의 이점이 있는 메모리 제품 시장을 주도하       

고 있는 반면 고도의 설계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비 메모리 제품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메모리 제품들은 공정 효율에 따른 원가 절       

감의 이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DRAM은 생산      

량이 증대함에 따라 수율이 상승하고 생산 단가가 하       

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업체들에 한발 앞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높은 수익       

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DRAM은 제조 업체들간의       

양산 경쟁에 따라 공급 과잉이 초래되고 가격이 급락       

하게 되는 등 시장 변동의 위험이 큰 분야이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2008년도 기준으로     

2583억불로 2003년도 이후 2008년도 까지 5.6%의 연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타 업체의 모방 및 추격이 쉬운 메모리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 메모리 제품은 설계 기술의 노하우를      

유지하는 한 높은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제품이다.        

표준화된 생산이 가능한 비 메모리 칩으로는 인텔 등       

이 생산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나 디지털 신호 처리칩     

등이 대표적인 제품들이며, 주문형 제품 분야에서는 전      

통적인 주문형 반도체(ASIC)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여     

러 기능의 반도체를 하나의 칩에 통합한 시스템온칩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메모리 분야에도 다양한 제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는 세계 시장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 동안 메모리 반     

도체의 집적도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세     

계 시장의 규모가 비 메모리 부문이 훨씬 크고, 경기     

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     

체 관련 기업에서는 비 메모리 부문에 대한 원천 기술     

도입 및 기술 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 부문과 비 메모리 부문     

의 생산 구조는 세계 반도체 업계의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메모리 분야에 편중된 생산     

표 1. 세계 반도체소자 시장 추이.

표 2. 메모리-비메모리 시장점유 현황(2008년)

메모리: 비 메모리 비중(%)

세 계 전 체 17.6 : 82.4

미국 6.7 : 93.3

일본 13.8 : 86.2

한국 78.6 : 11.4

표 3. 세계 반도체재료시장 추이
J. Chosun Natural Sci., Vol. 2, No.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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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반도체 경기가 불황일 때 관련 산업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량 다품      

종으로서 고부가가치인 비 메모리 제품으로 사업 다각      

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체계적이고 고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산업과의 연계, 설계      

인력 양성 및 설계 전문 업체 육성이 시급하다.

현재 반도체 재료 시장규모는 08년 407억불 대비      

전년대비 20%증가 하였으며, 04년~08년도 의 연평균     

성장율은 12% 수준이다. 전체 반도체 재료 시장규모      

는 반도체 소자 시장의 15%이상을 차지하여 후방 산       

업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중요성이 점점 확대 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재료 시장은 반도체 소자 시장동향과      

매우 흡사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2012년 시장규모는     

519억불로 전망하며 전 공정 재료가 전체시장의 60%      

이상을 계속 점유할 것으로 예상 하며, 전 공정 재료는        

Si 웨이퍼 및 포토마스크가 전체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후공정(패키징) 재료는 프린트기     

판 및 본딩 와이어가 메인시장을 형성 중이며, 신규 패        

키징 공정의 도입에 따라 패키징 재료분야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다.

2.1. 국내 반도체 재료 시장 전망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적이다. 최근 휴대전화가 반도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래도 반도체는 부동의 수출 효자 종목이다. 국내 재료       

시장은 54.7억불(08년 기준)로 전세계 시장의 13% 수      

준이며, 2004년 이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중     

이다.

국내 반도체 재료시장의 성장 전망은 미세화 구현을     

위한 신 재료 도입 및 첨단 패키징 공정재료 투입 등으     

로 인해 13% 이상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3. 포토 리소그래피 기술 

Lithography란 litho(돌)과 graph(그림, 글자)를 뜻하    

는 말의 합성어로 석판화를 그리는 것으로 어원을 찾     

을 수 있다. 오늘날의 오프셋인쇄의 근본이 된 기술로     

서, 1798년 독일의 A.제네펠더가 발명하였다. 현재 반     

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포토 리소그래피기술은 미세회     

로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판 위에 포토레지스트가 코팅     

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통해 노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1813년 N. Niepce (France)가 감광성을 갖는 천연     

Asphalt를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후 1959년 Minsk et     

al. 이 위 개념의 합성 감광성 재료로 폴리비닐계 물질     

을 논문에 발표하였으며, Eastman Kodak사가 (KPR:     

Kodak Photo Resist) 감광성 수지의 개발 상품명을     

Photoresist로 명명하여 이후 포토레지스트 용어가 사용     

되었다.

그림 1에서는 포토레지스트의 감광된 부분의 현상액     

에 대한 용해도에 따라 포지티브형와 네가티브형 포토     

레지스트로 나뉜다.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는 노광된    

부분이 현상액에 용해되며, 네가티브 포토레지스트는    

노광된 부분이 녹지 않고 노광되지 않은 부분이 용해     

되어 나타난다.

표 4. 세계 반도체재료시장의 성장률 상위 분야

2004~2009년 

연평균 성장률(%)

전 공정 재료 전체 13

Si wafer 15

CMP 슬러리 패드 15

가스 14

후 공정 재료 전체 10

프린트 기판 17

본딩 와이어 17

그외 패키지 재료 28

자료: SEMI 2008.2

표 5. 국내 반도체재료시장 추이

표 6 . 국내 반도체 재료 시장전망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CAGR

시장규모(백만불) 4,325 5,469 5,636 6,284 7,103 8,040 13.2%

[반도체 재료 데이터북 2008]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제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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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리소그래피 기술 동향

현재 PC 프로세서는 130 nm, 90 nm 공정으로 제조        

되고 있고 2005년 말경에는 65 nm 공정을 이용한 제        

품이 나오고 있으며, 인텔의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2015년에 20 nm 선폭 기술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반도체기술 로드맵(ITRS)에 따르면 2010년    

25 nm, 2016년 13 nm 게이트 길이를 갖는 실리콘 트랜         

지스터 시제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ITRS 로드맵을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안에 상당한 기술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반도체 집적 기술 수        

준은 부분적으로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되는데, 삼성전     

자의 경우 현재 60 nm 공정의 8G 낸드형 플래시 메모         

리를 출시하였고 타 디바이스 업체 역시 적극적인 원       

천 기술 획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집적도의 지속적 향상 노력에는 넘어      

야 할 기술 장벽들이 많으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재료와 포토리소그래피 과정의 결함으     

로 나눈다.

실리콘 기판 반도체칩의 경우 실리콘 단결정 웨이퍼     

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 공정에서는 단결정 표면의     

작은 결함이 있어도 회로 선폭이 커서 소자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선폭이 감소하면서 결함에 의     

한 특성 저하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3.1.1. 현재 포토 리소그래피 기술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구현하는 리소그래피 공정에     

서, 선폭이 감소함에 따라 더욱 짧은 파장의 광원을 필     

요로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기술적 문제점들     

이 발생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포토 리소그래피는 머지않아 한     

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으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그 한계를 극복해 왔다. 회로 패터닝에     

있어 근본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제한요인은 리소그래     

피에 사용되는 빛의 파장으로, 0.8 µm이상의 선폭을     

갖는 회로의 경우에는 수은램프(파장=365 nm)를 사용     

하였으나, 그 이하의 선폭을 패터닝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광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KrF (Kripton Fluoride) 엑     

시머 레이저(파장=248 nm)를 이용하여 0.13 µm 공정     

이 가능해졌으며, 90 nm 이하의 공정이 필요해짐에 따     

라 ArF(Argon Fluoride) 엑시머 레이저(파장=193 nm)     

가 사용되고 있다. ArF 엑시머 레이저보다 더 짧은 파     

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소 엑시머 레이저(F2, 파장     

=157 nm)를 사용하여야 하나, 렌즈 시스템의 개구수     

(Numerical Aperture)가 낮아지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표 7. 노출광의 파장 감소에 따른 집적도의 향상

연도 선폭(nm) 노출광의 파장(nm) 광원

1986 1,200 436 수은램프(g-Line)

1988 800 436/365 수은램프(g-Line/i-Line)

1991 500 365 수은램프(i-Line)

199 350 365/248 수은램프(i-Line)/KrF Laser

1997 250 248 KrF Laser

1999 180 248 KrF Laser

2001 130 248 KrF Laser

2003 90 248/193 KrF Laser/ArF Laser

2005 65 193 ArF Laser

2007 40 193 ArF Laser(Immersion)

2008 30 193 ArF Laser(Immersion)

출처: ICKnowledge.com

그림 1.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포토레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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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g-선, i-선 포토레지스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2성분계 포토레지스트    

는 (DNQ/Novolak resin)으로서, g-선 (436nm), i-선     

(365nm)에 사용되어 왔다. 0.5um의 가공 선폭을 갖는      

i-선 공정은 16Mb DRAM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고       

해상력의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 및 포토레지스트 재료      

개발로 인해 0.26 µm 이하의 해상도를 갖는 DNQ/       

Novolak 시스템의 포토레지스트가 개발되었다. 

그림 2의 광화학 반응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DNQ       

는 알칼리 수용액에서 불용성인 감광물질 (photoactive     

compound; PAC)으로서 용해억제제 (dissolution   

inhibitor)로 작용하지만 자외선에 노광 되면 인덴케텐     

을 형성하고, 생성된 인덴케텐은 물과 반응하여 알칼리      

가용인 3-인덴칼본산으로 변하게 되어 현상액인 알칼     

리 수용액에 잘 녹는 용해 촉진제로 작용하게 된다. 즉,     

나프토퀴논디야지드 (NQD)를 15~25%의 중량%로 넣    

은 노볼락 수지막을 노광함으로서 노광 영역의 용해성     

이 증가하고 포지티브 상이 남게 된다. NQD에 의한     

용해억제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기작이 발표되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DNQ/Novolak Resin 포지티브형 포토레지스트의 노    

광에 따른 용해속도 변화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즉, 도포된 노볼락 수지는 알칼리 현상액에 어느 정     

도의 용해성이 있는데 용해억제제 (DNQ)가 배합된 포     

토레지스트는 용해속도가 감소된다. 이러한 포토레지    

스트가 자외선에 노광되면 DNQ의 분해로 유기산이     

생성되므로 포토레지스트의 노광부분은 이전보다 용해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고해상도의 미세 선폭의     

상이 얻어진다.

3.1.3. KrF 엑시머 레이져 리소그래피

Deep UV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리소 그래피법으로     

발전함에 따라 포토레지스트를 화학증폭형(chemically   

amplified) 기작을 이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화학증     

폭형 포토레지스트는 양자 수율이 100% 보다 큰 포토     

레지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protecting-deprotecting   

반응이라고도 한다. 사용되는 고분자는 PHS(polyhy-    

droxystyrene) 고분자와 photoacid generator(PAG)를 기    

본으로 contrast 향상 및 용해도 조절을 위한 반응 금     

지제를 사용한다.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의 작용 기     

작은, 엑시머 레이져 노광에 의해 PAG로부터 발생된     

그림 2. g-선, i-선 포토레지스트 작용 기작

그림 3. g-선, i-선 포토레지스트의 노광 부위별 용해도 변화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제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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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확산하며 이후 이어지는 post exposure bake      

(PEB) 과정에서 t-BOC 또는 protecting group을     

deprotecting 시키는 반응을 통해 보호기가 수산화기로     

치환된다. 치환된 수산화기는 약 알칼리 용액인 현상      

액에 대한 상대적 용해도가 높으므로, 현상과정을 거      

치면 마스크를 통해 노광된 모양대로 패턴모양이 형      

성되게 된다.

아래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광산발생제(PAG)      

로부터 생성된 한 분자의 산이 확산되면서 촉매반응을      

통하여 탈 보호화 반응을 촉진시키므로 화학증폭형 포      

토레지스트 (Chemical Amplification photoresist)라고   

한다. 이때 PEB 온도와 시간에 따라 산의 확산이 증가        

하게 되며 이러한 산 확산을 조절하고 기판의 영향과       

기타 오염에 의한 패턴의 망가짐을 방지하기 위해 적       

절한 약 염기물을 첨가해 준다.

반응에 따르는 PAG의 pKa, PAG의 확산속도, 포함      

된 약 염기물의 반응 억제효과, 고분자 보호기의 탈 보     

호반응 활성화 에너지의 높고 낮음에 따라 포토레지스     

트의 성능과 pre-bake (PB), post exposure bake (PEB)     

의 온도 및 기타 공정 조건이 결정된다. 

KrF 엑시머 레이져를 이용한 레지스트는 이후 ArF     

시스템이 개발되었음에도 꾸준히 광미세 가공의 추구     

하려는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차     

세대 ArF 레지스트의 개발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는 면도 있지만 KrF 레지스트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반     

도체 대량생산에 있어서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에 대응하여 KrF 레지     

스트의 성능도 향상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고집적화에 따라 점차 레지스트의 두께 감소가 요구되     

므로 건식 에칭 내성이 보다 강화된 레지스트의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요구되는 특성으로서 높은     

해상도, 넓은 DOF(Depth Of Focus) Margin, 무결점의     

그림 4. KrF 엑시머 레이져 (248 nm) 포토레지스트의 작용 기작

그림 5. KrF 엑시머 레이져 (248nm) 포토레지스트의 보호기
J. Chosun Natural Sci., Vol. 2, No.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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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형성, 기판에 대한 접착력, 높은 contrast, 빠른 감        

도, 화학적 안정성 등이 있다.

3.1.4. ArF 엑시머 레이져 리소그래피

KrF (248 nm) 엑시머 레이져를 이용한 이후에 등장       

한 리소그래피 방법으로 ArF 엑시머 레이져 (193 nm)       

를 사용한다. 종전의 PHS 고분자의 벤젠고리가 ArF      

(193 nm)영역에서 흡광을 보여 포토레지스트로서 사용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193 nm 파장에        

대해 흡광도가 낮은 포토레지스트 재료가 필요하게 되      

었다.

그림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되는 고분자의 형       

태에 있어서 아크릴레이트계 고분자는 높은 해상도, 높      

은 광 투과율 등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경우에 사용된        

다. alicyclic계를 methacrylate 고분자에 도입하는 형태     

가 주를 이루며, 이들 alicyclic 화합물중 adamantine계     

화합물을 사용한 고분자로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분자의 합성이 어렵고, 가     

격이 높으며, 에칭 내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형태의 고분자로는 COMA(Cyclic Olefin /Maleic     

Anhydride)가 있다. 특성은 에칭 내성과 CD 선형성이     

좋은 반면에 물에 오염 가능성이 있고, 광투과도가 떨     

어지며,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작     

용기들의 장점을 취합한 혼성형 (hybrid type)으로 성     

능향상을 이루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ArF 포토레지스트용 고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면 투명성, 건식 에칭 내성, 좋은     

접착특성 및 전형적인 현상액 (TMAH 2.38 wt%)에     

현상되어야 한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으     

로서, 무결점의 박막 형성, 보관안정성, 기판에 대한 접     

그림 6. 0.2um 1:1 L/S DOF Margin 단면사진.

그림 7. ArF 엑시머 레이져 리소그래피 포토레지스트용 고분자의 예.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제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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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력, 고감도 등이 있다. 이러한 광원에 대한 높은 흡        

광도 문제는 이후 세대의 더 짧은 파장을 갖는 리소그        

래피법(F2, EUV)에도 요구되는 재료의 특성이 되었다.

4. 화학 증폭형 포토 레지스트의 광산 발생제
(Photoacid generator)

일반적으로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s)는 빛    

에 의해 분해 되어 산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수많은       

종류의 화합물들이 그들의 다양한 적용 때문에 준비      

되어지고 있다. 광산발생제는 크게 이온성 화합물과 비      

이온성 화합물,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다. 이온성       

광산 발생제는 아릴 다이아지움(aryldiazonium), 다이    

아릴아이오디움(diaryliodonium), 트리 아릴 설포늄   

(triarylsulfonium), 트리아릴포스포늄 (triarylphosphonium)  

염과 염화 금속(metal halides)인 BF;, SbF;, AsF; and       

PF 를 함께 포함한다.

이런 오니윰염(Onium salts)의 존재가 수 세기 동안      

알려졌지만, 이 물질의 활용이 알려지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다. 이 오니윰염(Onium salts) 타입의 광산 발생제      

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면, 오니윰염(Onium salts) 이      

200~300 m의 빛을 받으면, 그들은 산을 발생시키기 위       

해서 광분해를 일으킨다. 이 발생된 산을 통해서 레지       

스트 내의 레진의 보호기를 떨어뜨리고 이런 기작에      

의해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오니윰염(Onium     

salts) 광산 발생제는 열에 안정하지만, 유기 용매에 용       

해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비 이온성 광산 발생제는 카르복실산(carboxylic    

acids), 설폰산(sulfonic acids), 인산(phosphoric acids),    

할로겐 수소(hydrogen halides)를 함유하고 산을 발생     

시키는 타입이다. 이 비이온성 타입의 종류는 2-      

nitrobenzyl esters of sulfonic acids, imino sulfonate, 1-       

oxo-2-diazonaphthoquinone-4-sulfonate derivatives, N-  

hydroxyimide sulfonate, tri(methanesulfonyloxy)-Benzene,  

O-Nitrobenzyl esters 이 있다. 비이온성 타입의 광산     

발생제는 유기용매에 좋은 용해성을 가지지만, 열정 안     

정성이 오니윰염(Onium salts) 광산 발생제보다 떨어지     

는 단점이 있다. 광산 발생제는 상업적으로 새로운 기     

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광산 발생제는 코팅, 접착     

제, 잉크 등 중요한 광중합 합성에 사용 되여 지고 있     

다. 또한 새로운 마이크로 전자재료의 새로운 포토레지     

스트의 영역에도 적용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역    

할은 산을 발생시키는 역할만을 하는것이 아니라 포토     

레지스트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광산 발생제     

(Photoacid generator)의 로딩 양에 따라 감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열적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양이온의 구조에 따라    

음이온의 구조에 따라 패턴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기도     

그림 9. 대표적인 광산 발생제의 종류

그림 8. ArF 엑시머 레이져 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용 고분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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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해상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그 광산 발        

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산도에 따라서도 해상도    

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        

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9는 위에서 설명한       

광산 발생제의 종류는 나타낸 그림이다.

4.1.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양에 따     

른 레지스트의 열적 변화

레지스트 연구에 있어서 열적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광산 발생제의 양에 따라         

서 열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10은 광산 발생제의 로딩양에 따른 열적 안정       

성을 나타내며, 이는 산의 과량 발생을 통해서 Tg(유리       

전이 온도)를 낮게 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열적         

안정성에 문제를 발생키는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로딩양을 조절하여 레     

지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

4.2.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양이온의    

구조에 따른 프로파일 변화

일반적으로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이    

온성 타입의 경우에는 양이온의 구조와 음이온 구조가     

함께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산만 발생시킬 것이라 생각     

되어지지만, 각각의 구조가 프로파일에 영향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온성 타입의 경우에 양이온의 구조가     

커지면 패턴 프로파일의 크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줌     

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을 보면 양이온의 구조에 메틸기나 프로필기     

와 같은 작용기를 가지면 프로파일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이는 레지스트 내에서 산을 발생시키는 과정     

에서 양이온의 구조에 따라 산 확산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4.3.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음이온의    

구조에 따른 프로파일 변화

위에서 설명한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이온성 타입의 경우에는 양이온의 구조와 음이온 구조     

가 함께 존재한다. 양이온의 구조뿐만 아니라 음이온의     

구조와 탄소 수에 따라서 각각의 구조가 프로파일에     

영향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 음이온의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패턴 프로     

파일의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를 보면 음이온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패턴의 LER(line edge roughness)에 영향을 주어 해상     그림 10. PAG 로딩량에 따른 Heat resistance 변화

그림 11. 양이온의 구조에 따른 프로파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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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이온의 탄소수가 증        

가함에 따라서 산의 확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PEB(past exposure bake)를 하는 동안에 산 확산에 영       

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4.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산도에 따     

른 프로파일 및 해상도 변화

위에서는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구조    

적 특성에 따른 프로파일이나 해상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산을 발생시키는 광산 발생제이     

기 때문에 이 광산 발생제가 가지고 있는 산도에 따라        

서 프로파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그림 13, 그림 14를 보면 광산 발생제가 가지고 있        

는 산도에 따라서 해상도에 영향을 주며 각각의 산도       

에 영향력(sensitivity)에 따라서 레지스트의 감도에도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도가 낮은 강산 일         

수록 프로파일에 영향을 많이 주어 고감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해상도에도 좋은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4.5. 화학 증폭 레지스트(KrF 레지스트) 의 레진 구     

조적 역할

화학 증폭형 레지스트(KrF 레지스트)의 합성법은 그     

림 15의 보면 알 수 있듯이, PHS(polyhydroxy styrene)     

에 t-butyl 기가 있는 모너머를 음이온 중합하여 t-butyl     

그림 13. 광산 발생제의 음이온의 산도에 따른 해상도 변화

그림 15. KrF 수지의 합성 방법.

그림 14. 광산 발생제의 음이온의 탄소 수 에 따른 산도 및 

레지스트의 변화.

그림 12. 음이온의 탄소 수에 따른 해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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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붙어 있는 폴리머를 합성한 후에 탈보호기 시키고,       

그 후에 각각의 레진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의 보         

호기를 붙임으로써 화학 증폭 레지스트(KrF 레지스트)     

수지를 합성하게 된다.

이렇게 합성된 KrF 수지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림     

16에 자세히 설명 되어져 있다. 그림 16을 보면 알 수     

그림 16. KrF 수지의 구조적 역할.

그림 17. KrF 수지의 개선 방향.

그림 18. KrF 수지의 보호기의 알킬기에 따른 역할.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제4호, 2009



포토 레지스트의 기술 동향과 화학 증폭형 포토레지스트에서의 광산 발생제의 연구 263

 

있듯이 기존의 PHS((polyhydroxy styrene)에 어떠한    

작용기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에 특성이 달라지      

면 그 역할에 따라 PEB(Post Exposure bake)시에 보호       

되고 탈 보호됨에 따라서 다른 패턴 프로파일을 가지       

게 된다. 그림 17에서는 각각의 KrF 수지들이 좋은 해        

상도와 좋은 LER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 되어       

져 오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8 은 각 수         

지의 보호기의 알킬기의 수와 모양에 따라서 해상도와      

도프마진 (DoF margin)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      

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포토 레지스트의 기본의 되는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와 수지를 이용하여 화학    

증폭형 포토 레지스트의 기본이 되는 KrF용 포토 레지       

스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레지스트 연구에 있어      

서 중요한 광산 발생제(Photoacid generator)의 열적 안      

정서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광산 발생제의 로딩양이      

많아 지면 Tg(유리전이온도)를 낮추어 열적 저항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또, 광산 발생제의 양이온의      

구조에 메틸(methyl)기나 에틸(ethyl), 프로필(propyl)기   

를 가지고 있으면 레지스트 내에서 산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산 확산에 영향을 주어서 패턴 프로파일에      

티 탑(T-top)모양을 발생시킨다. 또한, 광산발생제의 음     

이온의 구조에서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이온의 구      

조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산 확산이 되는데 방해를        

주게 되어 해상도(resolution)가 저하되는 결과를 얻었     

다. 음이온의 탄소 수와 구조가 해상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광산 발생제가 가지고 있는 산도가 영향을 준 것        

이라 생각되어지며 산도가 낮은 강산일수록 고감도화     

가 되며, 해상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KrF용 레지스트의 경우, 주 백본(backbone)이     

되는 PHS 수지의 -OH의 말단 기에 보호기의 알킬기       

의 수와 모양에 따라 해상도와 도프 마진(DoF margin)       

에 영향을 주며, 보호기에 탄소수가 증가하는 에틸      

(ethyl), 프로필(propyl), 부틸(butyl) 가 될수록, 도프 마      

진(DoF margin)는 향상되며, 해상도는 저하되는 결과     

를 얻었으며, 부틸(t-butyl)기나 싸이클로 헥실(cyclohexyl)    

기를 가지게 되면 도프 마진(DoF margin)면에서는 향상      

되지만, 스컴(scum)에는 취약한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화학 증폭형 포토레지스트 내에서 광산     

발생제와 수지 사이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광산 발       

생제의 적용과 수지의 합성을 통하여 리소그래피 기술      

을 더욱 발전 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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