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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검출기 제작을 위한 공정과 최근 기술을 

기술하고 있다.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는 오랜 기간 동안 알파선, 감마선, X-선 

등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지만, 마이크로 스트립 및 픽

셀형태의 전극 구조를 이용하여 위치 민감형 반도체 검출기 연구 분야에서도 연

구가 가속화 되고 있다. 위치 민감형 방사선 검출기는 초기에 입자물리학 분야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 는데, 이는 실리콘에 기반을 둔 검출기 제조기술에 마이크

로 전자기술, 신호처리의 기술과 사진식각 공정기술의 결합으로 가능해졌다. 최

근의 반도체 검출기는 실제적인 2D 패턴을 재현하여 기록하고 이미지화시키는 

픽셀형 검출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의학적, 산업적, 환경 측정 분야

로 활용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또한 화합물 반도체 연구를 통하여 상온에서 

고에너지 분해능과 내방사성을 가진 검출기의 제작이 시도되고 있다. 본 보고서

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검출기 기술과 공정 관련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의 반도체 검출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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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lthough silicon semiconductor detector have been used for nuclear 

spectroscopy for quite long time such as an alpha, gamma and X-ray energy 

spectrum, the use of semiconductors for position measurement in microstrip 

and pixel shape is rather new, but the development in this field has been 

very fast in recent years. This is mainly due to the efforts in elementary 

particle physics where  very fast and extremely precise position measurement 

was required for the measurement of very rare and very short lived particles. 

The development of detectors with these properties was made possible by the 

adaptation of technologies used in microelectronics, signal processing and 

photolithography to the fabrication of semiconductor detectors. Recently pixel 

detectors for 2D particle tracking and for X-ray imaging are studied, and 

they are developed for the medical,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compound semiconductor detectors with high resolution are greatly 

interest for room-temperature operation in radiation hard environments. This 

review describes the recent results in semiconductor detectors and it would 

help the next advance of silicon semiconductor detect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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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 개발현황

   

   가장 처음 사용 가능한 반도체 검출기는 1943년경 AgCl 결정으로 만들어졌다. 단일

결정(monolithic), 이중 면 실리콘 스트립 디텍터(double-sided silicon strip detector)는 

1968년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 다 [1]. 위 기술은 1980년에 필립스와 IKO가 

개발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처음의 실리콘 마이크로 스트립 검출기는 CERN

에서 고정 타겟 실험을 재현하는데 사용하 다. 그런 후 입자 물리학(elementary 

particle physics) 분야에서 마이크로 스트립 디텍터가 세계적으로 응용되며 개발되기 시

작했다. 이는 리미터 수준 이하로 소멸하고 생성 시간이 10
-12
초를 가지는 입자에 대

한 재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리콘 검출기의 연구 개발은 2D 단일결정의 검출

기와 25 ~ 100 µm의 검출 부분을 가진 픽셀 검출기를 세 한 전자회로와 하이브라이드

(hybrid) 시킴으로써 1991년도부터 전성기를 맞이하 다. 이 장치들은 입자 물리학에 사

용할 수 있는 강력한 추적자(tracker)로서 사용되지만, 각각의 광자를 선택적으로 카운팅

할 수 있는 새로운 X-ray imager로서 디자인 될 수도 있다.

   1955년경 단결정의 실리콘 검출기가 가능했을 무렵 wafer를 이용한 실리콘 검출기가 

개발되었다. 처음에는 역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확산 접합(reverse biased diffused 

junction)이 사용되었고, 곧바로 금을 증착시켜 Schottky barrier를 형성한, 다이오드 특

성의 표면 장벽형 검출기(gold-evaporated rectifying surface barrier)로 교체 되었다. 이

는 얇은 윈도우(dead layer)를 갖으며 적은 역 바이어스 전류로 적은 잡음(noise)으로 작

동한다 [2]. 1961년에는 한 기판 위에 다중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3].

   300µm 두께의 실리콘 웨이터의 한쪽 면에 금을 증착시켜 스트립 패턴을 형성하고, 

각각의 표면 장벽 다이오드를 1.37mm 너비로 형성시킨다. 뒷면에는 앞면의 금 스트립과 

직각이 되게 알루미늄을 증착시켜 저항 접촉(ohmic contact)스트립을 생성시킨다. 마스

크는 Fig.1과 같이 10개의 동일한 100µm 지름의 와이어를 사용한다. 이 장치를 

‘checkerboard’ 검출기라 하고, 겹친 스트립 패턴은 이차원적으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4]. 완성된 검출기는 Fig.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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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ire mask frames used for the manufacturing of the silicon checkerboard 

detectors. The right and the left bottom frames fit together, as shown in the middle. 

[5]

Fig .2 (a) Schematic drawing of one side of a checkerboard detector; (b) photograph 

of finished device, the silicon slice mounted on a glass ring onto which contact 

wires are soldered; the connection with the diode strips is made by the metal 

evaporated on the glue, which smoothly joins glass and silicon. [5]

   이 당시 상용화된 검출기는 게르마늄 (Ge) 검출기, 실리콘 검출기와 X-ray 스펙트럼

을 보기 위한 적은 잡음으로 작동하는 Li drifted 실리콘 검출기가 있다. 실리콘 장벽 검

출기(Silicon surface barrier detector)는 전자 현미경을 스캐닝 하는데 사용되었고, 실리

콘 다이오드는 우주의 양성자 분광계에 사용하기도 하 다 [6].

   최초의 실리콘 마이크로 스트립 검출기는 표면 장벽 검출기 제작 (surface barrier 

radiation detector) 기술을 이용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 이 검출기는 앞면

의 금으로 증착시킨 쇼킷 장벽(Schottky barrier) 위에 스트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뒷

면의 알루미늄 저항 접촉(ohmic contact)에도 스트립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이때는 이중 

면(double-sided)이 아니었다. Fig.3은 50개의 이중 증폭 카드를 가진 기판 위에 마운트 

시킨 검출기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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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support with the first gold surface barrier microstrip detector with 100 

segments, with partially equipped slots for 25 dual amplifier cards on either side.

   Fig.4는 평면 기술(planar technology)을 이용한 조금 더 진보된 마이크로 스트립 검

출기의 모습이다. 이 검출기는 복잡한 팬-아웃(fan-out) 패턴과 Kapton을 이용하여 안

정적인 세라믹 플레이트 위에 마운트 시켰다.

Fig 4. Advanced silicon microstrip detector with 512 strips at 100µm pitch made 

with planar technology including ion-implantation. [7]

   대부분의 한쪽 면 (one-sided) 마이크로 스트립 검출기는 입자 물자 물리학에 커다란 

향을 주었지만, 실제적인 2D 패턴을 재현, 기록하고 이미지화 시키는 데는 적절하지가 

못하 다. 1987년에 하이브라이드(hybrid)와 마이크로 스트립 검출기의 발전에 따른 단

결정 ‘마이크로패턴’ 픽셀 검출기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다.[8] 이에 따른 픽셀형태의 

평면이 만들어졌다(Fig.5). 가속기나 우주와 같은 방사선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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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픽셀의 센서 메트릭스 손상에 강한 검출기와 출력 칩을 만드는 것이다. 방사선

에 손상에 강한 칩을 만들기 위해 얇은 게이트 산화막(thin gate oxide), 닫힌(colsed) 트

랜지스터와 가드링(guard ring)을 이용한  레이아웃 기술을 사용하는, 마이크로 이하의 

CMOS(deep submicron CMOS)를 이용한다. 여기서 트랜지스터와 가드링은 100 Mrad 

수준까지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을 제거시킬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큰 실리콘 검출 시스

템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심지어 미래의 hadron collider의 트랙킹(tracking) 역

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었다 [9].

   회로 디자인, CMOS에 대한 노하우(know-how), 패키징(packaging) 기술 부분에서 

마이크로 전자 기술의 접목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입자 물리학에서 수 천개의 부분

들로 구성된 픽셀 이미지 트랙커(pixel imaging tracker)의 개발은 검출된 광자(Photon)

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방식으로 집적 전자회로 함수 시스템을 이끌어 냈다. 

이 전문적인 기술은 또한 개별적인 X-ray 광자를 검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미지들

을 기록할 수 있게 하 다. 광자는 픽셀 당 1 MHz 수준으로 카운트하여 검출할 수 있

다. 또한 작은 픽셀 사이즈에서 cm
2
당 약 10

11
 입사 광자를 검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최

근의 0.25µm CMOS 기술을 사용한 픽셀 디자인을 Fig.5에 나타내었다. 현재 몇몇 픽셀 

검출기 개발 그룹에서는 입자와 X-ray 광자에 대한 2D 픽셀 검출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10].

Fig. 5 Layout of pixel cell(55µm 55µm) of the Medipix2 photon counting chip. 

Analog signal processing is concentrated in the left part, the digital logic and 

counting in the right part of the cell. The hatched octogon is the pad for the solder 

bum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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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반도체 검출기 이론 및 종류

 1.  반도체 물리

 

   반도체 성질, 즉 절연체와 전도체의 중간 성질을 검출기의 응용의 관점에서 다룰 것

이며, 이는 세 가지 기본 구조로 살펴 볼 수 있다. P-N 다이오드(diode), 금속-반도체 

접촉(metal-semiconductor contact), 금속-산화-반도체(metal-oxide-semiconductor) 구

조이다. 대부분의 반도체 검출기는  Si, Ge과 같은 단결정 격자 구조 혹은 GaAs와 같은 

zinc-blende 격자 구조를 갖는다. 반도체 성질은 순수 결합 구조 그림을 사용하거나 혹

은 정확한 표현을 위해 밴드 모델을 사용하여 묘사한다. 단일 원자는 전자들에 대해 구

분되는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결정 내 전자들의 에너지는 밴드(대역)로 

표현된다. 공유 대역(covalent band)과 전도 대역(conduction band)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갭에 의해 나누어진다. 이 갭을 공핍층 (depletion region)이라 한다. 절대 0

도에서, 공유 대역은 전자들에 의해 꽉 차있는 반면, 전도 대역은 완전히 비어있다. 따라

서 어떠한 전기 전도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결정은 완벽한 절연체의 역할을 한다. 높

은 온도(thermal excitation)에선, 약간의 전자들은  전도 대역으로 이동한다. 이때 공유

대역에서 전자를 잃은 부분을 정공이라 부른다. 완벽한 단결정(진성반도체: intrinsic 

semiconductor) 구조에선 전자의수와 정공의 수는 똑같다. 온도 평형에서, 에너지 E의 

전자 상태에 대한 점유 확률(occupation probability)은 Fermi-Dirac 함수에 의해 결정된

다. 

F (E) =
1

1 + e  (E − EF)/kT
                                (1)

   kT는 평균 온도 에너지(실내온도에선 0.026eV)이고, 이는 실리콘에 대한 밴드 갭

(1.12eV)보다 훨씬 작다. Fermi 에너지(E = EF)에 대해선 점유 확률은 50%이다. 대역에

서 상태의 도가 매우 높음에 따라 전자와 정공은 각각 전도대역의 가장 낮은 가장자

리와 공유대역의 가장 높은 가장자리에 각각 분포할 것이고, Fermi 레벨은 밴드 갭의 

중앙에 위치한다.

   실제적으로 진성반도체는 결정의 결점과 불순물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다. 대개 아

주 적은 양의 다른 원자를 진성 결정 원자 격자에 첨가하여 결정을 생산하게 된다. 이 

도핑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donor로서 바깥 전자껍질의 하나의 전자를 부가(5 

족 원소: P, As 등)하고 전도 대역에 가까운 에너지 레벨을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acceptor로서 하나의 부족한 전자상태(3족 원소: B 등)가 되고 공유대역에 가까운 에너



- 6 -

지 레벨을 나타낸다. 온도평형에서 위와 같은 에너지 상태에서의 전하 상태 또한 Fermi 

함수로 묘사될 수 있다. Fermi 레벨의 값은 전체 전하를 중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

지 값이다. 도핑 농도는 대개 진성반도체의 운반자(carrier) 농도보다 몇 배 크다. 따라서 

도핑의 효과는 반도체의 전도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 [7].

   반도체 물질의 성질은 기체에서의 이온화에 기초를 둔 검출기와 비교할 수 있다. 다

음은 기체의 이온화와 실리콘의 성질과 비교한 것이다.

1) 작은 밴드 갭 (1.12 eV)은 이온화 입자의 에너지 손실에 대한 큰 신호 비율로 검출된

다. 전자-정공쌍 (3.6 eV) 생성에 대한 평균 에너지는 가스의 이온화 에너지(~30 eV)보

다 훨씬 작다. 이는 같은 에너지에 대한 운반자가 많아져 에너지 분해능이 좋아지게 된

다. 

2) 높은 도 (2.33 g/cm
3
)는 이온화 입자의 투과 길이 당 에너지 손실이 크다 (최소 이

온화 입자에 대해 3.8 MeV). 따라서 매우 얇지만 측정하기에 충분한 신호를 낼 수 있는  

검출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가장 작은 범위의 -전자 ( -ray)가 입자의 트랙 위치로

부터 일차 이온화의 무게 중심의 큰 이동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극도로 정확하게 위

치 측정이 가능하다(수 µm).

3) 높은 도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정공은 반도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전자의 이동도(mobility) µn= 1450 cm
2
/V s와 정공의 이동도 µp= 450 cm

2
/V s

는 실내 온도에서 오직 도핑에 의해서만 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하는 빠른 시간(~ 

10ns)에 모을 수 있고, 빠른 응답을 요하는 그런 환경에 쓰일 수 있다 [9].

4)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적인 강도는 반도체 자체로 검출기의 지지체로 쓰일 수 있다.

5) 검출부와 회로부를 한곳에 집적할 수가 있다. 이는 기생적으로 나타나는 정전용량을 

피할 수 있고, 따라서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 빠른 응답시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온화 방사선의 에너지와/혹은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에너지 측정은 이온화 과정

에서 생기는 통계적인 요동, 즉 Fano-factor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제약은 대개 전자적인 잡음과 검출기 내의 누설 전류에 의한 것이다. 위치 측정은 일차 

이온화( -ray)의 통계적인 공간 분포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실제적인 제약은 역시 마찬가

지로 전자적인 잡음과 검출기 내의 누설 전류에 의한 것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전자적 구조는 p-n junction일 것이다. 이는 불순물이 함유된 반

도체에 불순물과 반대되는 물질로 도핑(doping)하여 만든다. 이런 구조는 오직 한 방향

으로 전류를 전도 시키는 다이오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부 전압을 걸어주기 전에도 

공간전하 역(space charge region)은 접합 주위에 형성되고, 이는 built-in 접합 Vbias이 

반도체 안에 생성된다. 이는 다른 타입의 반도체로 전하 운반자의 확산에 의해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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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평형상태에서의 Fermi 전압의 정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built-in 전압은 장

치에 붙어 있는 연결된 금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계 주위의 공간전하 역은 

움직일 수 있는 전하 운반자가 거의 없어지는 반면, 중립 역의 대부분의 운반자는 많

아 질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이 전환 역은 공간전하 역에 따라 매우 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압의 계산에 있어서 중립 역과 완전히 공핍된 공간전하 역 사이의 

갑작스런 변화를 가정한다. 

Fig. 6 p-n diode junction in the abrupt change approximation: schematics, 

spacecharge density, electric field and potential.

   만약 전하 운반체를 접합 쪽으로 어 내기 위해 n-side에 -전압을, p-side에 +전압

을 인가한다면, 전자와 정공은 접합 부근에서 재결합을 할 것이며, 전류는 흐르게 된다. 

전압을 반대로 인가하면, 즉 n-side에 +전압을 p-side에 -전압을 인가 (역바이어스: 

reverse bias)하면 전자와 정공은 분리되어 공간전하 역(space charge region)은 커지게 

된다. 일반적인 검출기의 표준 동작에선 역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이 역 바이어스 하에

선 오직 적은 역 바이어스 전류만이 흐른다. 검출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역 바이어스 전

류는 공간전하 역에 온도에 의한 전하 운반체의 생성과 중립 역에서 공간전하 역으

로의 소수 전하의 확산에 기인한다. 균일하게 도핑된 검출기에서 공간전하 역의 너비

는 인가한 전압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역 바이어스 다이오드는 기초적인 반도체 검출

기이다. 공간전하 역에서 생성된 전자-정공 쌍은 전기장에 의해 분리되고, 외부 전극에 

의해 수집된다 [10].

   Metal-semiconductor contact의 동작 원리는 다이오드 접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밴드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반도체는 전도체와 다른데, 이는 부분적으로 채워진 전도

대역으로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페르미 레벨(점유 확률이 50%인 레벨)이 전도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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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위치한다. 게다가 금속에서의 전하 운반체의 양은 너무 많고, 정적 상태(static 

state)에 대해 금속 안쪽으로의 전기장은 0이고, 주위의 둘러싸인 부분과의 상호작용은 

금속의 바깥쪽의 표면전하로 설명될 수 있다. 정류 성질은 금속과 반도체 경계면에서의 

전위장벽(potential barrier)의 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경계면에서의 금속과 반

도체의 동작함수(work function: 페르미 레벨로부터  단위 전하를 진공으로 옮기는데 필

요한 에너지)의 차이에 기인한다. 공간전하 역은 금속면 반도체 안에서 형성되고, 반도

체와 금속의 전압 차이를 가져온다. 금속과 반도체 사이의 접촉(ohmic contact)에 의한 

정류작용은 표면에 높은 도핑 역을 형성하여 전자가 금속과 반도체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얇은 장벽을 뚫고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Metal-insulator-semiconductor 구조는 종종 MOS(metal oxide semiconductor)로 나

타내며, 절연체로 SiO2를 형성한다. MOS 구조는 광학 이미지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Charge Coupled Devices (CCDs)의 기초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또한 마이크로 전자기

술에 사용하는 MOS 트랜지스터의 핵심 부분을 형성하기도 한다. Fig.7은 금속으로부터 

산화층에 의해 절연되고 균일하게 도핑된 p-type 반도체이다. 외부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들은 반도체 안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장치 내 어느 곳에나 전기장은 

0이 된다. 만약 +전압을 금속에 인가한다면 전자들은 반도체 산화 면으로 끌릴 것이고, 

-전하의 얇은 층은 반도체 안의 경계면에 형성될 것이다. 그런 후 전압은 산화층을 가

로질러 나타날 것이다. 이 상황을 축적(accumulation)이라 부른다. p-type에서 금속에 -

전압을 인가하면 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진다. 이 상황에서 전자들은 경계면에서 멀어지

고 공간전하 역은 +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 전압이 작다면 안정한 상태가 되고 공핍층

(depletion region)을 형성하게 된다. 만약 전압을 높인다면 이 공핍층의 너비는 커지나 

과도한 공핍된 상태는 안정하지가 못하다. 온도에 의해 생긴 전자-정공 쌍은 공간전하

역 안에서 전기장에 의해 분리 된다. 전자는 반도체 안쪽으로 이동하고, 정공은 반도

체와 절연체 경계면에 축적된다. 얇은 +전하층은 반전층(inversion layer)이라 부르고 전

기적으로 시스템이 반전된 상태이다.

   과도한 공핍 상태(물론 온도 평형에서는 아니지만)에서 MOS 구조는 검출기로서 사

용될 수 있다. 공간전하 역에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생긴 전자들은 산화층과 반도체 

경계면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전자들이 금속 전극에 향(induced charge에 의한)을 주

어 검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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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ates of an "ideal" p-type MOS structure; thermal equilibrium, accumulation, 

surface depletion, overdepletion and inversion

2. "표준" 반도체 검출기

   반도체 검출기는 오래전부터 이온화 입자의 에너지 측정에 사용되었고, 현재는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위치 측정을 할 수 있는 검출기를 개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것은 반도체 검출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정확도와 빠른 응답 시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검출기 구조는 간단한 정류작용을 하는 접합을 형성함으로써 가능

하다. 이 접합부분은 금속-반도체 접촉 혹은 p-n 다이오드이다. 현재 독보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n접합에 관해서 설명 한다 [11].

   앞서 설명한 간단한 형태의 p-n 접합 다이오드는 빛 혹은 X-ray, 알파, 베타 혹은 

높은 에너지의 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이온화 방사선(charged particle 혹은 photon)을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다이오드는 외부의 바이어스 혹은 역 바이어스의 인가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역 바이어스는 검출기의 검출 역(depletion region : 공핍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또한 검출기 신호에 역 바이어스 전류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역 

바이어스 검출기는 주로 방사선 레벨 측정에 사용되고, 바이어스 검출기는 단일 입자 

측정에 흔히 사용된다.

   Fig.8은 역 바이어스를 걸어준 p-n접합 다이오드와 그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다이오드는 매우 낮은 농도로 도핑된 n
-
 기판에 높은 농도의 얇은 p

+
 역으로 도핑하

고, 뒤 면은 높은 농도의 n
+
역으로 구성된다. (+의 의미는 highly doped, -의 의미는 

lowly doped) 여기서 n
+
층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알루미늄과 기판의 저

항성 접촉(ohmic contact)을 좋게 하고 동시에 과도한 공핍 형태(over-depleted mode)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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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n diode junction detector: charge density, electric field and potential for 

partial(continuous) and full depletion(dashed)

   공간전하 역에서 생성된 전자-정공 쌍은 전기장에 의해 분리되고 전극으로 이동하

게 된다. 정공은 p
+
접합부분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공핍이 되지 않은 n 혹은 n

+
 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스트립(strip) 검출기는 단일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스트립 검출기는 출력 부분 끝에 위치한, 분리된 전자회로로 읽어 들인다. 가장 중요한 

발전은 낮은 잡음과 낮은 전력을 요하는 전자회로를 초음파 와이어 본딩을 이용하여 검

출기 바로 옆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출기 측면에서, 양면 스트립 검출기와 정전 

용량성 결합(capacitive coupling)의 발전은 오히려 검출기이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화 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런 장치는 방사선 손상(radiation damage)에 강하고, 안정한 검출기를 디자인 하는 것

이다. 

   스트립 검출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한쪽면에 다

이오드 특성을 가지는 가느다란 스트립으로 나누고, 각 스트립은 분리된 전자회로(채널: 

channel)로 출력된다. 검출기는 신호를 나타내는 스트립에 의해 이온화 입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신호의 수집시간동안 신호를 나타내는 전하는 이웃하고 있는 스트립으로 확

산을 할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신호를 나타내는 전하는, 동시에 에너지와 위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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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삽입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확산 너비와 일치하는 스트

립 공간을 형성하여 위치 측정을 향상 시킬 수 있다 [13]. 전하 분할은 또한 Fig.9와 같

이 출력 채널의 수를 적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스트립들 중 오직 몇 개만이 출력 

채널과 연결되어진다. 연결되지 않은 스트립(intermediate strips)은 이웃하는 연결된 스

트립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정전용량을 형성한다. 전기장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연

결되지 않은 스트립은 출력 스트립의 전압에 열려 있어야만 한다. 이는 스퍼터링 기술

을 이용하여 이웃하는 스트립 사이에 높은 저항성을 나타내게 연결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Fig .9 Cross section of a diode strip detector. Cs is the interstrip capacitance.

   위에서 설명한 스트립 검출기는 한 가지 전하운반체(여기서는 정공)를 이용한다. 스

트립 검출기에서 또 하나의 발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웨이퍼의 반대편에서 전자를 이용

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반대편 또한 스트립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온화 입자의 위치에 

대한 두 번째 좌표를 읽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검출기를 만드는 것은 약간 

복잡하다. 왜냐하면 +전하를 포함하는 산화 실리콘(silicon-oxide)의 특별한 성질 때문이

다. 이것은 전자 축적층이 n
- 
도핑된 스트립을 짧게 만든다. 전자 축적층의 이런 방해는 

바이어스가 인가된 MOS 장벽에 보상 주입(large area compensation implant)이나 p
-
도

핑된 절연 스트립에 의한 것이다 [13].

   정전용량성 결합(capacitive coupling)을 시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누설전류

(lekage current 혹은 dark current)가 채널과 채널 사이로 흐르는 것을 막고 시간에 따

른 신호의 이격을 막기 위해 큰 정전용량과 큰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전용량은 

스트립과 금속 사이에 절연성질을 가지는 SiO2를 삽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14]. 바이

어스 저항은 폴리 실리콘에 의해 형성된다. 이와 같은 형성은 양면 스트립 검출기

(double sided strip detector)에 대해서 12단계의 사진식각공정(photolithography)이 이용

된다.

   양면 정전용량성 결합 스트립 검출기를 Fig.10에 나타내었다. 이 검출기는 오직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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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사진식각공정만이 이용되었다 [15]. 스트립과 절연 주입은 축적층(accumulation 

layer)과 반전층(inversion layer)으로 교체되었다. 바이어스는 바이어스 링으로부터 스트

립의 끝부분까지, 게이트 밑 벌크를 통해 펀치스루(punch-through, reach-through)에 의

해 양쪽 면에서 행해진다.

Fig. 10 Simplification of strip detectors. Cut along strip direction. This double sided 

detector with integrated biasing structures and coupling capacitors can be built with 

only three photolithographic steps [16].

   CCD(charge coupled device)는 전하를 저장하고 내보낼 수 있는 전자적 요소로서 오

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다. 더구나 광센서, 비디오 카메라의 이미지 장치에선 중요한 

역할을 한다. 90년대 초에 기초 입자 물리학에서 입자 검출기로서 사용하기 시작하 다 

[17]. 특히 선택적 광 CCD로서 사용되어왔다. 3상 MOS CCD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CCD의 작동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전하의 움직임 방향에 따른 단면을 Fig.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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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Working principles of a three phase MOS CCD: schematics(a), Charge 

transfer(b)

   스트립 검출기와 비슷하게 금속 전극을 스트립으로 나눈 구조로부터 설명을 할 수 

있다. 벌크(bulk)는 뒷면의 저항성 접촉(ohmic contact)을 통해 연결되어진다. 거기에 소

수 운반체를 모으기 위해 다이오드 스트립을 더한다.

   세 번째 금속 전극들은 같은 포텐셜 (Potential: 전위차)을 갖게 하고, 벌크는 -전압

(-Vbias)을 인가하여 과도공핍상태에서 작동하게 한다. 전극에 다른 포텐셜을 주면 높은 

전압(Fig.11에서의 φ1)으로 인가한 전극 바로 밑 부분의 Si-SiO2 경계면에 전자들이 국

부적으로 낮은 에너지를 형성하게 된다. 공간전하 역에서 빛이나 이온화 방사선에 의

해 생성된 전자는 산화막으로 이동하고 이런 전극 밑에 모이게 된다. 부분적으로 채워

진 전자의 최소 포텐셜은 공핍층 두께의 부분적인 수축을 가져오고, Fig.11b에서와 같이 

최소 포텐셜 정도의 깊이를 줄인다. 이제 전하는 Fig.11에서와 같이 전압의 주기적인 변

화 (φ1, φ2, φ3)에 의해 출력 전극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첫 번째로 φ2는 φ1와 같은 수

준으로 증가하고 신호전하는 φ1와 φ2  사이로 퍼져간다. 만약 φ1가 낮다면, 신호 전하는 

φ2의 전극 밑으로 전달될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이 φ2와 φ3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φ3와 φ3사이에 일어난다면, 신호전하는 완벽히 셀 전체로  전달된다. 몇 번의 이러한 사

이클 후에 전하는 측정될 수 있다.

Fig.11은 전하를 모으고 보내는 메카니즘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작

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깥 표면의 포텐셜이 있는, 산화층의 금속 전극 사

이에 갭이 정의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포텐셜 장벽(barrier)으로서 전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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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실용적인 기기로서는 두 전극사이에 절연체를 가지는 오

버랩 게이트(overlapping gate)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속보다는 대개 폴리실리콘

(poly-silicon)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이유로 신호 전하는 게이트 전극을 따라 퍼지면 안 된다. 이것은 표면 도핑

의 변동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게이트 전극 수직으로 p-strip 주입 시 종종 나

타나게 되며, 이를 채널 정지(channel stops)라고 부른다.

   보통의 CCD 환경에서 완벽한 전하의 움직임 모양은 한쪽(그림 상에서 아래방향)으

로 하나의 선 모양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출력 노드에 하나의 셀

로 이동되는 CCD  레지스터(register)에 도달하게 된다 [16]. 하나의 출력 노드(node)를 

통한 모든 픽셀을 읽는 것은 시간이 소모(time consuming: 1초 이하부터 수 초까지) 된

다 [18].

   Drift detector의 작동원리는 Fig.12a의 다이오드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림에서 N
+ 
접

촉을 모든 역에 걸쳐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대신 Fig.12b와 같이 비 공핍 전도 

벌크 어디에나 넣을 수 있다. Fig.12c와 같이 웨이퍼 양면에 다이오드를 넣기 위해 공간

을 갖는다. N
+
전극에 작은 전압을 인가하면, 전도 공핍 벌크 역(빗 금친 부분)에 의해 

분리된 두개의 검출기를 가진다. 충분히 높은 전압을 인가하면 (Fig.12d), 두개의 공간전

하 역은 서로 맞다을 것이고 전도 벌크 역은 N
+
전극 근처를 향해 뒤 끌릴 것이다. 

정공은 전기장 하에서 P
+
 전극으로 향해 빠르게 드리프 되는 반면, 전자들이 N

+
 전극(+

전극)으로 천천히 확산된다 (Fig.12d potential valley).

Fig. 12 Basic structures leading towards the drift chamber: diode partially depleted 

(a); diode with depletion from the side (b); double diode partially depleted (c); double 

diode completely deplete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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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valley안의 전자들을 +전극으로 드리프트 시키기 위해 웨이퍼 표면과 평행하게 

부가적인 전기장을 인가한다면 이 이중 다이오드(double diode) 구조에 바탕을 두어 쉽

게 드리프트 체임버를 구상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이오드를 스트립으로 나누고, 웨이퍼의 

양쪽 면에 있는 스트립에 차등적인 전압을 적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드리프트 체임버(Drift chamber)는 위치 혹은/그리고 에너지에 민감한 검출기를 만들 

수 있다. 위치는 이온화 입자의 입사와 출력 전극에서의 신호 형성(신호 전자의 드리프

트 시간) 사이의 시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에너지에 민감한 장치는 넓은 역으로부

터 오는 신호 전하가 작은 역(작은 정전용량 전극)에 모아지고 따라서 출력 전자회로

의 잡음을 줄일 수 있다 [19].

Fig. 13 Semiconductor drift chamber

   만약 Fig.13과 같이 N
+
 스트립을 패드로 나눈다면 이차원 위치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차원 중 하나는 드리프트 시간에 의해 주어지고, 다른 하나는 신호 패드에 의해 주어

진다. 실리콘 드리프트 체임버의 측정은 검출기의 다크 전류(dark current)에 특히 민감

하다. 이 다크 전류는 때때로 온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산화층과 접한 반도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자-정공 쌍에 의해서 생긴다. 어떤 검출기는 이 다크 전류를 신호 

전류로부터 보호하고 배출하기 위해 분리 전극을 만든 것도 있다 [20].

   단일 픽셀 검출기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력은 다이오드 매트

릭스(matrix)와 출력 전자 칩을 범프(bump) 결합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 플립을 다른 기

판에 연결하는 "flip chip" 합성에 있다. 이 개념은 검출기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회로적인 것과 연결기술에 있다. 각 픽셀은 자체의 증폭과 감소 단계를 가

질 뿐만 아니라 신호의 제동이 있을 때까지 정보를 붙잡거나 연기 시킬 수 있다. 대개 

정보가 없는 픽셀은 출력에서 건너뛰고, CCD에서 각각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 많

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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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운" 반도체 검출기

   여기서는 검출부와 회로부를 하나로 집적하여 큰 게인(gain)을 얻을 수 있는 검출기

에 대해서 논의한다. 전자회로와 검출기는 모두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둘

을 한 웨이퍼에 집적할 수 있다. 만약 일반적인 기술을 사용하다면 이것은 오히려 복잡

해서 유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회로 요소를 이미 검출기에 사용되었던 기

술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훨씬 알맞을 것이다.

   Single Sided Junction Field Effect Transistor(SSJFET) [22]는 실리콘 드리프트 체

임버와 밑에서 설명할 fully sensitive X-ray p-n CCD 기술과 잘 매칭 시킬 수 있다. 

Fig.14에 나타낸 n
-
채널 장치는 트랜지스터로서의 deep n

- 
주입층과 게이트(이는 드리프

트 체임버에서의 전기장 형성 전극과 p-n CCD로서 사용된다)로서의 평면 p
+
 주입층, 

그리고 소스와 드레인(이는 검출기의 전하 수집 전극으로서 사용된다)으로서의 평면 n
+
 

주입층을 가지고 있다. 오직 부가적인 과정은 뒷면에 트랜지스터 채널을 정의하기 위한 

deep p
-
주입과정이다. 잡음 레벨은 ENC(equivalent noise charge)=2 이다 [19].

Fig. 14 single sided junction field effect transistor

Fig. 15의 장치는 드리프트 체임버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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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ut along the transfer direction of a p-n CCD

   앞쪽과 뒤쪽의 다이오드 접합에 다른 전압을 인가하면 전자 전위 골짜기(electron 

potential valley)는 표면의 상단 가까운 데로 이동하게 된다. 전기장을 형성하는 전극에 

선형적으로 전위를 올리는 대신, 주기적인 전위를 사용함으로써 신호 전자를 잡을 수 

있는 최소 전자 전위를 만들 수 있다. 장치의 뒷면은 하나의 큰 다이오드로서 완벽히 

공핍되어 fully sensitive detector volume이 되어 균일하게 방사선이 들어올 수 있는 입

구가 된다. 신호 전하는 삼상(three-phase)의 주기적인 스트립 전압의 변화에 의해 n
+
로 

도핑된 수집전극으로 이동한다. 장치의 부가적인 측정은 앞면에서 뒷면의 다이오드 접

합부분까지의 정공 주입을 막고 채널 정지(channel stops(guides)을 형성하는 것이다. 6

6 cm
2
의 이러한 장치는 천체 관측에서 x-ray 망원경으로 응용이 되고 있다. 1 3 cm

2
 

크기의 이러한 장치는 x-ray 망원 거울로서 좋은 결과로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 바 있

다.

   바깥 밑면으로부터 안쪽 상단의 + 수집 전극까지 흐르는 전자 전위 골짜기를 가진 

single sided structured device(Fig.15)은 균일하게 방사선이 들어올 수 있는 윈도우를 

만든다. 방사형(radius) 드리프트를 가진 실린더 형태는 작은 정전용량과 낮은 잡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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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처음의 트랜지스터의 집적에서는 기생하는 정전용량을 없애고 낮은 잡음과 빠

른 신호모양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표면에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드

레인 시키고, 전기장(field) 형성 전극을 위한 전압 분배에 대한 집적이었다. 

Fig. 16 Drift diode with integrated electronics.

   Depleted Field Effect Transistor(DEPFET)는 검출기와 증폭기로서 동시에 작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의 작동원리는 standard field effect transistor와 비교함으로써 쉽게 설

명이 가능하다(Fig.16). 또한 반대로 FET구조를 가진 모든 형태는 이 DEPFET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p-channel MOS 트랜지스터로 설명을 하겠다. 위 그림에서 

표준 트랜지스터는 전위 Vbias을 가지고 기판(substrate)에 형성된 비공핍 n-doped bulk 

위에 위치한다. p-type 물질로 도핑된 소스와 드레인은 트랜지스터 채널인 반전층을 통

해 연결되어 진다. 트랜지스터 채널의 강도와 트랜지스터 전류는 절연 게이트 산화막 

위의 금속 게이트의 전위차에 의해 조정된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기판의 전위를 변

화시킴으로서 트랜지스터 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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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epleted field effect transistor structure

   뒤쪽의 넓은 역에 다이오드를 부가하면 뒷면으로부터 부피 내로 공핍층을 형성하

게 한다. 이것은 드리프트 체임버 개념과 비슷하다. 뒷면에 충분한 -전압을 인가하면 트

랜지스터 구조의 바로 밑 벌크(bulk)는 전하 운반자의 완전한 공핍을 가져오고 전위 에

너지 최소값은 트랜지스터 바로 밑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명백히 트랜지스터 작동에 

대해서 오직 골짜기에 있는 전하가 중요하다. 예로 만약 이온화 입자가 바닥으로부터 

입사된다면, 신호 정공은 다이오드의 넓은 역을 향해 움직이고, 전자는 트랜지스터(게

이트 밑 역) 밑의 최소 전위에 붙잡힌다. 전자들은 반대 전하를 채널로 유입시키고 따

라서 트랜지스터 전류를 높인다.

   DEPFET 구조는 검출기로서의 응용에서 몇 가지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PFET 구조는 검출기로서 뿐만 아니라 증폭기로서의 성질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검출기에 증폭기를 매칭시킬 때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검출기와 증

폭기 연결시에 생기는 기생 커패시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신호의 크기는 (외부) 

게이트 커패시턴스를 통한 transconductance의 비율에 비례하고, 온도에 의한 (출력)잡

음은 transconductance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따라서 게이트 길이와 넓이는 줄이고 산화

층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서 매우 높은 신호 대 잡음 비율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게이

트 밑의 최소 에너지대에 위치한 신호 전하는 클리어링 전극(clearing electrode) 옆에서 

펄스를 단전시킴으로서 완벽히 없앨 수 있다. 그리고, 클리어링은 잡음에 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트랜지스터 전류의 변화로 신호 전하를 측정함으로써 신호 전하는 파괴되

지 않고 반복적인 출력이 가능하다. DEPFET 구조의 이러한 특별한 성질로 인해 드리

프트 검출기와 CCDs의 출력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검출기까지 넓은 범위에 응용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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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Random access pixel detector based on DEPFET detector-amplification 

measurement

  픽셀 검출기는 DEPFET 트랜지스터가 넓게 분포하게 된다 (Fig.18). 특정 트랜지스터

에 전류를 생성시키기 위해 소스,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 전위 환경을 만드는 특정 픽셀

을 선택하게 된다. 위 그림의 예에서 소스는 열(가로)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 드레인은 

줄(세로) 방향으로 연결되고, 게이트는 기울어진 방향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런 정렬형태

로 몇 개의 픽셀을 동시에 킴으로써 픽셀의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다. 다른 한 예는 

스트립과 같이 다른 세 각도로 연결하여 출력하는 것이다. 첫 번째 줄 방향으로 모든 

소스를 연결하고, 모든 게이트에 전원을 주고, 디코더 드레인에 의해 선택을 한다. 두 번

째 열 방향으로는 디코더 소스에 의해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울어진 열 방향으로 

디코더 게이트를 선택한다. 이 세 개의 좌표에 의해 입사하는 입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가 있게 된다.

4. 높은 에너지에 강한 반도체 검출기

   현재 가속기, 원전과 같은 극도의 방사선 환경에 반도체 검출기를 사용함에 있어 방

사선에 의한 반도체 검출기와 전자회로의 손상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방사선은 반도체의 전자와 상호 작용을 하여 일시적인 신호를 줄뿐만 아니라 격

자에 묶인 핵자와 상호작용을 하여 벌크 손상이라 불리는 결정의 불완전성을 가져온다. 

이온화 방사선은 반도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절연층(SiO2)에서도 전자-정공쌍을 생성시

킨다. 실리콘 산화층에서 전자는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고, 거의 즉시 빠져 나갈 수 

있는 반면 정공은 매우 느리고 산화층과 산화-반도체 경계면에서 원히 붙잡히게 된

다. 따라서 +전하는 생성되어 산화층과 산화-반도체 경계면에 축적되고 MOS 트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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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의 문턱을 이동시키고, 검출기의 부분적으로 높은 장 역(field region)을 만든다. 

방사선 손상(radiation damage)을 매개 변수화하여 방사선 손상에 강한 반도체 검출기

(radiation hard detector)를 capacitively coupled double sided strip detector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지배적인 첫 번째 격자의 손상은 정상적인 격자 위치에서부터 원자가 이동하는 것이

다. 원자가 이동함으로써 빈 공간(vacancy)과 격자 사이 틈새(interstitial)를 동시에 만든

다. 대부분의 이런 첫 번째 결함은 안정하지가 않다. 틈새와 빈공간은 실온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따라서 우연히 격자 사이 틈새가 빈 공간을 채운다면 부분적으로 어닐링

(annealing)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실내 온도에서 다른 안정한 결함 복합체를 만들기도 

한다. 예로 잘 알려진 것은 A-center로서 빈 공간과 산소(결정성장후 결정 안에 어떤 

산소의 틈새 농도가 존재)의 결합이 있고, E-center로서 복잡한 인(phosphor)의 빈공간

과 이중 빈 공간(두개의 잃어버린 실리콘 원자가 바로 옆에 서로 존재)이다. 이런 안정

한 결함은 부분적으로 결정의 균일한 대칭에 왜곡을 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화

학적 결합과 격자의 왜곡과 일치하는 두 가지 이상의 전하 상태(charge state)로 가정을 

하게 된다. 전자와 정공이 붙잡히거나 방출됨으로써 하나의 전하상태에서 다른 전하상

태로 바뀌게 된다. 전도대로 전자를 보내기 위해서, 혹은 정공을 공유대역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밴드 갭 안에서의 특별한 결함 상태의 에너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전하 상태와 결함의 에너지 수준에 따라서 공간전하 역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 전자와 정공 중 하나가 방출함으로써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밴드 갭 중앙 근

처의 에너지 수준을 가진 결함에 의해 나타난다.

- 트랩핑(trapping)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전자와 정공의 붙잡힘과 붙잡힘 후의 재 방

출에 의해 나타난다. 이것은 결함 수준이 전도 대역과 공유대역에 아주 가까이 있지 않

을 때 나타난다.

- 0이 아닌 전하 상태를 가정한 결함이 있다. 이것은 공간전하의 도의 변화와 검출기

에 필요한 작동 전압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함의 안정성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열을 줌으로써 결함을 움직이고 결함 복합

체를 깨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함을 제거하는 것을 어닐링(annealing-effect)이라 

하고, 이런 것은 실내온도에서 이미 발생한다. 그러나 어닐링 과정에서 다른 결함 복합

체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종류의 결함에 대한 방사선 손상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은 매우 복잡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대개 누설 전류를 결정하기 위한 발생 

지속시간(generation lifetime), 작동 전압을 결정하기 위한 전하 트랩핑 확률과 유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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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의 변화와 같은 물질 매개 변수에서의 측정 변화로 국한하기도 한다. 실리콘의 방사

화는 증가된 p-doping의 방향으로 유효 도핑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공간 전하 도를 

관찰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n-type 실리콘은 먼저 진성(intrinsic)으로 변화하고 그 

다음 유효 p-doping으로 변화한다. 방사화가 끝난 후에 유효 도핑은 짧은 시간에 줄어

들 것이나, 그런 후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다시 늘어 날 것이다. 높은 작동 전압을 

필요로 하는 이런 바라지 않는 효과는 역-어닐링(reverse-annealing effect)이라 한다. 

이것은 0도 정도로 장치를 냉각시킴으로써 억제 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전기적으로 비활성인 결함 복합체에 우선적인 결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물질의 벌크에 불순물을 첨가하기 위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 다. 산화 실리콘의 방

사선 민감도는 최적화 기술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사선 손상 자체가 억제 될 수 없음에 따라 검출기 설계는 물질 성질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디자인해야 한다. 검출기의 형태에 따른 세 가지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한 민감

도는 상당히 다르다. 예로 CCD는 출력 노드에 신호를 전달할 때 각각의 전하 트랩핑

(charge trapping)에 따른 전하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된다. 스트립 검출기는 대부분 발

생 지속시간에 따른 누설 전류와 유효 도핑의 변화에 따른 작동전압에 향을 받는다. 

Fig. 19 Radiation hard concept for a double sided capacitively coupled strip detector.

   예로 double sided capacitively coupled strip detector로 방사선 손상에 강한 검출기 

개념으로 설명하겠다. 이는 Fig.19에 나타나 있다. 이 검출기는 n-type과 p-type 벌크 

양쪽에서 작동을 하고 따라서 상단으로부터 바닥 표면까지 다이오드 접합을 움직이게 

하는 타입전환을 막아야 한다. 펀치 스루(punch through)를 통해 양쪽 면에 바이어스를 

걸어준다. 따라서 위쪽의 방지 구조(protection structure)는 n-type에 대해 활성화 되고, 

밑면은 p-type 벌크에 대해 활성화된다. 게다가 따라서 p-type 실리콘을 사용하면 이를 

간단히 할 수 있다. 위쪽의 방지 구조를 없애고 잘린 가장자리(cutting edge) 부근 바닥

의 다이오드에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가능하다. 이 검출기는 매우 높은 바이어스 전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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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할 수가 있다. 

Fig. 20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a 1 cm
2
 large prototype double sided 

capacitively coupled strip detector.

III. 반도체 검출기 제작을 위한 사진식각공정

 1.  감광제

             

  감광막 기술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많이 진보해 왔다. 현재는 공정마다 두께를 비롯

한 질에 있어서 거의 같은 감광막을 만들 수 있으며 공정 전에 감광막 용액을 여과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감광 재료 제조업자들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마스크 공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감광막을 개발해 왔다. 감

광막의 도포와 사진 마스크 장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면 감광막에 관계되는 

화학 반응의 근본적인 이해는 사진 마스크 공정에 거의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러나 화학 반응 전반에 걸친 간단한 기본 이론이 사진 마스크 공정의 기초가 되므로 감

광막의 구성과 다중화(polymerization)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감광막의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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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류인 음성 감광막과 양성 감광막에 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에 중점을 두어 비교 

설명한다.  

현재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감광제는 3가지 요소, 즉 용제, 다중체, 감응제로 구성되어 

있다. 용제는 3가지 요소 중 가장 간단하며, 대개 감광막을 용해시킬 때 쓰이는 용액이

다. 두 가지 중요한 함유물인 다중체와 감응제는, 저장과 운반을 쉽게 하고 보관 중의 

빛에 의한 반응을 막기 위해 용제에 용해되어 있다.  3가지 기본 요소 중 용제는 다중

체 분자를 분리시켜 햇빛에 의한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많이 사용

되는 점성 계수에 도달하기위해 여분의 용액이 첨가될 때도 있다. 희석표는 거의 모든 

감광막 제작자들이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중체는 감광막의 핵심으로 원자들의 반

복적 구조를 가진 분자들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분자들은, 단소 분자가 커다란 사슬 모

양을 이루고 있으므로 일차원 다중체라고 하며, 아이소프렌 분자가 그 한 예이다. 폴리 

아이소프렌(polyisoprene)은 X가 보통 2~3,000인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된 큰 분자이

다. 다중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탄소 원자 사이에 있는 이중 결합

이다. 이것은 가장 약한 부분으로서 빛이 쪼여지면 그 구조가 변한다. 이 변형의 관한 

성질은 다중화 현상에서 설명될 것이다. 세 번째 구성 물질인 감응제는, 자외선 역의 

파장을 가지는 빛이 쪼여지면 반응이 시작되거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자이다. 

빛이 흡수되어 일단 반응이 일어나면 감응제는 에너지를 다중체 분자에 주어 이중 결합

을 깨뜨리게 된다. 감응제는 보통 적은 양(액체 감광막의 1~2%)이 함유되며, 빛에 노출

되는 시간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노출 정도를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대부분의 감

광막의 감광도를 증가시켜 자외선 역의 빛에도 반응하게 만들기도 한다.

Fig. 21 polyisoprene

   아이소프렌 분자의 화학적 구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방향성에 

있다. 아래의 Fig.21은 수소 원자를 생략한 간략한 그림이다. 점선은 머리와 고리가 서

로 연결된 여러 아이소프렌 분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5개 원자마다 이중 

결합이 하나씩 있음을 알 수 있다. 감광막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폴리 아이소프렌 분

자들이 순환 고리 모양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빛이 쪼여질 때 이중 결합이 깨어져서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을 하면서 루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촉매를 사용한 반응

에서는 Fig.23에서 보듯이 이중 결합 A가 깨어져서 단일 결합 B를 형성하는데, 6개의 

원자가 고리 형태를 이루게 된다. 다중체 사슬의 모든 다른 이중 결합들이 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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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탄소 원자마다에 이중 결합이 하나가 남게 될 때, 이를 단일 고리(monocyclic)라 

한다. 한편, 3개의 이중 결합 중 2개가 깨어져 다시 결합하게 될 경우 쌍고리(bicyclic)라 

하며, 이 경우 15개의 탄소 원자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이 현상은 

모든 이중 결합이 깨질 때가지 계속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고리 형성이 끝나면 이 감광막은 성질이 강해져서, 산과 알칼리에 저항

하는 접착성을 띤 감광막으로 된다 [27].

Fig.22 폴리 아이소프렌 분자 결합의 배열

Fig. 23 폴리 아이소프렌의 고리 형성

  이중 결합을 가진 탄소 분자를 불포화 상태라 한다. 순환 모양을 가진 고리가 형성된 

감광막의 성질은 불포화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고리 형성이 일어

난 후 깨어지지 않은 이중 결합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낸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17%의 불포화도가 음성 감광막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90%의 쌍고

리 화합물과 10%의 고리 형성이 되지 않은 용액을 합한 것과 거의 같다. 다중체의 분자

량도 주의 깊게 조절되어야 한다. 큰 분자량을 가진 다중체는 결과가 나쁘며 용해도가 

좋지 못하게 되는 반면, 작은 분자량을 가진 다중체는 원하는 것보다 얇은 두께가 된다. 

KTFR은 평균 60,000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음성 감광막의 다중화는 열 고분자 연결체들의 상호 연결(cross-linking)을 의미한다. 

폴리 아이소프렌 감광막의 감광제로는 아자이드(azide)가 알려져 있는데, 적합한 파장을 

가진 자외선 역의 빛에 노출되면 Fig.24에 나타나 있는 이분자의 양끝의 질소 분자가 



- 26 -

활성화되어 질소기체가 방출된다.

Fig. 24 폴리 아이소프렌의 다중화를 위한 감응제, 아자이드

  Fig.25에 보인 바와 같이 감응제의 비활성화된 부분은 R로써 표시하 다. 감응제의 양 

끝은 다른 고분자 연결체들과 결합하여 현상액에 감광제가 녹지 않도록 한다. 이 그림

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응제와 다중체의 결합은 연결체의 어느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고분자 이중 결합들은 다른 고분자 연결체들과 자유롭게 서로 연결될 수 있

으며 감응제 분자에 있는 이중 결합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중화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

날수록 감광막은 에칭 용액에 저항하는 성질을 더 가지게 된다.

Fig. 25 폴리 아이소프렌의 다중화

   음성 감광막이 다중체에 의해 특성이 결정되는데 반해서 양성 감광막은 감응제에 의

해 특성이 결정된다. 양성 감광막의 경우, 다중체는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빛

에 의해서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다중체는 점성을 증가시키고 막의 특

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첨가될 뿐이다. 반면에, 감응제는 자외선 역의 빛을 받아 반응

이 일어나서 용제에 녹는 감광막을 물에 녹도록 변화시킨다. 양성 감광막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다중체와 감응제의 비율인데, 대부분의 음성 감광막이 감응제

보다 50-70배가 많은 다중체 양을 함유하고 있음에 반해 양성 감광막은 단지 2-4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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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함유하고 있다. F.H. Dill은 모든 양성 감광막은 노출 전후의 감응제 농도에 따라 

노출과 현상 특성이 결정된다고 하 다. 이 사실은 다중체와 감응제의 비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양성 감광제는 다중체로서 저분자 메트릭스인 노볼락 레진(novolac resin)을 쓰며 감

응제로는 다이아조나프타퀴논(diazonaphthaquinone)을 쓰며 용제로는 n-buthyl acetate, 

xylene, cellosolve acetate을 혼합하여 사용하다. Fig.26은 양성 감광막이 빛이 쪼여지면 

어떻게 H2O에서 녹을 수 있나를 설명해준다. Diazoquinone/novolac 혼합물은 빛에 노출

되면 수성용액에 녹는 속도가 1,000~2,000 Å/sec인데 반하여 novolac만을 빛에 노출시키

면 150 Å/sec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또, 다중체와 감응제의 혼합물을 빛에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성용액에 녹는 속도 150 Å/sec에 비하여 약 100배 

이상 빠르다. 그리고 나프타퀴논(naphthaquinone) 감응제는 수은광 중 365 nm와 40 

5nm 파장의 광자를 잘 흡수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양성 감광제가 Shipley

사의 양성 감광제 제품이다 [28].

Fig. 26 퀴논다이아자이드(quinonediazide) 감응제의 광화학적 변화

   다중체의 분자량은 양성 감광막에서도 역시 중요하다. 큰 분자량을 가진 다중체는 

물을 포함한 현상액에 잘 녹지 않으며 감광막 스컴(scum)을 남기게 되며, 작은 분자량

의 다중체는 막의 두께를 얇게 한다. 감광 재료 제조업자들이 공정의 모든 과정에서 세

심한 조절을 한다면 양성 및 음성 감광막의 공정마다 항상 일치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떤 회사들은 공정 제어에 관해 다른 회사보다 더 나은 기

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경우, 감광막 종류(양성 또는 음성)의 선택에 따른 

성공의 유무는 공정 제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음성 감광막과 양성 감광막의 재료 

특성의 비교를 특정한 상품을 예로 들어 표1과 표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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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감광막의 성질을 고려해 보면, 이는 오늘날의 양성 감광막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성 감광막은 두껍고 핀 홀 생성이 적으며 1 µm선을 구현할 수 있으며, 

스컴이 적게 형성되며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반도체 공학에 향을 주는 여러 성질

을 바탕으로 양성 및 음성 감광막에 대한 비교를 하 다. 

표 1. 감광제의 물리적 성질 비교

표 2. AZ-1359 감광제의 전기적 및 물리적 성질

   음성 감광막은 양성 감광막보다 산화막에 훨씬 잘 붙는다. 감광제를 스핀하기 전 미

리 표면을 처리하면 양성이나 음성 모두 접착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음성 감광막이 

훨씬 더 접착도가 좋다. 양성 감광막은 훨씬 더 좋은 분해능을 가져 1 µm 선폭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음성 감광막은 보통 2µm이하의 선폭의 구현이 어렵고, 특별한 기판 조

건하에서만 1 µm 선폭의 구현이 가능하다. 양성 감광막은 20,000 Å 두께의 막을 사용

해도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해 음성 감광막은 4,000~17,000 Å로 두께가 제한되는

데, 이는 막이 얇을수록 감광막이 정의되는 크기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 감광

막은 그 두께가 커질수록 핀 홀의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양성 감광막이 음성 감광막보

다 핀 홀의 수에 있어서 훨씬 적으므로 더 우수하다. 음성 감광막은 산소와의 반응을 

막기 위해서 질소 기체가 있는 분위기에서 노출되어야한다. 그 반면에 양성 감광막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으므로 마스크와 웨이퍼가 직접 닿지 않는 사진 작업에는 훨씬 유리

하다. 음성 감광막은 질소기체가 있는 분위기에서가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오

염 물질과 반응하여 스컴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양성 감광막은 스컴을 형성하지 않

는다. 음성 감광막은 노출의 관용도가 커서 감광막이 정의되는 크기가 노출 시간에 따

라 천천히 변화한다. 그 반면에 양성 감광막은 노출 시간에 매우 민감하여 과다 노출되

properties

negative PR Positive PR

Kodak 747
Hunt Waycoat

HNR 120

Shipley

AZ-1359J

Kodak

Micro Resist 809

solid content 12.5 0.7% 13.5 0.3% 31% 32 1%

viscosity 110 10cps 31 3cps 30.5 2.0cps 23cps

specific gravity 0.882 0.870 1.040 0.010 1.045

refractive index 1.550 1.5545 1.64 0.02 1.560

water content <0.2% - 0.5% max <0.2%

metal content <15ppm <8ppm <10ppm 10ppm

electrical properties physical properties

thickness ~ 2.8 µm vapor pressure(25°C) 15mmHg

specific resistance ~10
16
/Ω cm linear expansion coefficient 1µm/°C

breakdown voltage 0.72 106 V/cm density 0.126 g/cm

dielectric constant 1.36~1.42 tension (20°C) ~20dyn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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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스크보다 훨씬 언더컷(undercut)이 크게 되고, 과소 노출되면 현상이 완전히 되지 

않는다. 음성 감광막은 현상 시간에 따라 많이 변화되지 않는데 비해, 양성 감광막은 과

다 현상이 조금만 있어도 마스크보다 언더컷이 크게 되고 감광막의 크기가 변화한다. 

배치(batch)와 배치 간의 일치도는 공정하는 사람이나 감광막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지

만 음성 및 양성 감광막의 일치도는 모두 우수하다. 반도체 공정에서 접촉 프린트 방법

을 써서 2 µm 이상의 크기를 정의하는 경우에 양성 감광막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그러나, 양성 감광막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이에 관련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사실상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거의 양성 감광막을 사

용하게 되었다 [29].

 2.  스핀, 베이크, 현상

   스핀, 소프트 베이크, 현상 및 하드 베이크는 상을 형성하는 감광막을 얻는데 필요한 

4가지 과정이다. 5번째 과정은 물론 노출이다. 이 강의는 서로 비슷한 스핀과 현상, 그리

고 사용 온도만 다르고 같은 과정인 소프트 및 하드 베이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감광막의 접착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웨이퍼 표면의 준비도 다루게 

된다. 유기 화합물인 감광막은 산화막의 표면에 잘 붙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접착력은 웨

이퍼의 화학적인 식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접착도가 떨어진다면 언

더컷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접착도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산화막과 화학

적으로 반응하며 감광막과는 물리적인 결합을 이루는 분자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화합물로는 다이클로로다이메틸사이레인(dichlorodimethylsilane)이 있다. 이것은 반

돛 공정에서 행해지는 첫 번째 표면 처리 중의 하나이다. 그것의 반응은 Fig. 27과 같

다. CH3 그룹은 공기 쪽으로 붙어 있어서 감광제 사슬들과 물리적인 결합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러나, 이 화합물의 문제점은 매우 유독한 HCl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두 개의 CH3 그룹이 감광막과 결합하게 되므로 접착도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것이 헥사메틸다이사이레이(hexamethyldisilane), HMDS인

데 그 반응은 Fig.28과 같다. 이것의 사용으로 개선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이전의 경우

는 CH3 그룹이 두 개인데 반해 HMDS는 6개의 CH3 그룹이 있으므로 결합이 촉진된다. 

또한 유독한 기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반도체 공정에서는 HMDS가 널리 사용된다. 

HMDS의 적용은 3가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 즉, 웨이퍼를 HMDS에 담그든가, 웨

이퍼를 스핀시키고 그 위에 HMDS를 뿌리든가, 증기 상태로 웨이퍼에 묻히는 것이다. 

이들 방법 중에서 담그는 것은 여과하지 않은 용액에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순물의 

오염 문제와 웨이퍼를 건조시킬 때의 어려움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스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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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은, 자일린(xylene)에 HMDS가 포함된 용액이나 아이소프로필 알콜 용액을 웨이퍼 

위에 떨어뜨리는 것인데, 자일린을 쓰는 경우에는 2%이하의 HMDS가 포함된 용액이 

사용된다. 증기 상태의 코팅은 상온에서나 70 ~ 80°C에서 수행되며, 공정 시간은 보통 5

분~15분이 걸린다. 스핀-온 코팅 또는 증기 코팅은 둘 다 유용한데, 이 중에서의 선택은 

걸리는 시간이나 처리량에 의해 결정된다. IBM의 Robert Lussow가 산화막의 3가

지 표면 형태에 대하여 Fig.29와 같이 설명했다. 먼저 제1형은 표면 위에 물분자를 포함

하고 있는데, 습식 공정 후에 나타난다. 웨이퍼를 100°C이상 가열하면 실라놀(silanol) 

그룹을 가진 제2형으로 바뀐다. 감광막과의 접착도를 증가시켜 주는 표면 상태는 제3형

이다. 그러나, 이것은 600°C이상으로 가열하여야 얻을 수 있으므로 다른 2가지 형태를 

다루는 감광막 공정이 더 실용적이다. HMDS에 의한 표면 처리로 실라놀 그룹은 제거

할 수 있지만, 흡수된 물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100°C이상으로 웨이퍼를 굽은 것뿐

이다. 따라서 굽는 공정은 웨이퍼가 습식 공정을 거칠 때만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다.

Fig. 27 다이클로로다이메틸사이레인과 산화막 표면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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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HMDS와 산화막의 반응

Fig. 29 SiO2의 세 가지 표면 형태

   감광제 스핀의 목적은 웨이퍼 전체에 필요한 두께의 감광제 박막을 일정하게 형성하

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점성 계수, 다중체 함량, 최종 스핀 

속도와 가속 등이 있다. 모든 감광체는 수요자에게 공급될 때 점성 계수가 표시된다. 점

성 계수는 검광체 박막의 두께를 결정하는 척도인데, 반도체에 쓰이는 대부분의 감광제

는 16  ~60cps 사이의 점성 계수를 갖는다. 더 정확하고 유용한 척도는 다중체 함량인

데, 이는 감광제에 있는 다중체의 양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다중체 하량이 최후의 막

의 두께를 결정하게 되는데, 감광막 공정에서 다중체 함량을 여러 번 조절함으로써 배

치 간의 감광막 두께의 균일성을 얻을 수 있다 [30].

  스피너의 스핀 속도 역시 막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웨이퍼가 돌아감에 따라 

감광제가 계속 퍼져 나가서 균일하게 되는데, 액체 감광제에 있는 용제가 스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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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막 표면에서 증발하게 되고 막을 더욱 얇게 만든다. 여분의 감광제는 원심력에 의해 

웨이퍼의 가장자리로 리고, 표면 장력으로 인해 가장자리에 쌓이게 된다. 이러한 가장

자리 쌓임은 느린 스핀 속도의 경우에 3~4µm까지 커지게 되어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의 

공간을 만들게 되므로 나쁜 접촉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가장자리 쌓임을 최소로 하려

면, 특히 작은 크기의 도형을 정의할 경우에는 4,000rpm 이하의 스핀 속도는 피하여야 

한다. 감광제 제작자들은 그들이 제작하는 점성 계수가 다른 여러 가지 감광제들에 대

하여 스핀 속도에 대한 감광막 두께의 관계곡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곡선은 일반적

으로 매우 정확하다. Hunt chemical Corp.에서 만든 Waycoat Type III 감광막에 대한 

데이터를 예시하 다. 

  가속도도 막 두께와 균일성에 향을 미친다. RCA의 G.F.Damon은 스핀 가속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높은 가속일수록 균일한 막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장자리 쌓임도 줄일 수 

있다고 하 다. Damon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스핀 시간이 막 두께를 결정하는데 중요

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감광제가 충분히 얇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10초 이하의 스핀 

시간은 피해야 한다. 스핀 과정 동안의 청결도도 매우 중요하다. 감광막을 입힐 때 웨이

퍼 위에 존재해 있던 먼지나 찌거기는 나중에 눈에 띄는 결함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제를 스핀하는 웨이퍼 위에 여러 번 뿌리고 그 다음에 스핀하여 말리는

데, 이것은 웨이퍼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작업 시간이 단지 7~10초 증

가하게 될 뿐이다. 감광막의 두께는 형성될 상의 최소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 

최소 크기는 감광막마다 다르므로 각각의 경우에 실험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 표3의 

값들은 Waycoat HR 음성 감광제에 대해 GCV 스핀 장비와 Kasper 정렬기를 사용하

을 때 얻어진 값이다. 여기에 나타낸 최소 선폭은 이 데이터를 제작 과정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해서 얻어진 것이므로 아주 유효한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2 µm의 최소 

선폭은 주의하여 작업한다면 쉽게 얻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작되는 자동 스

핀 코터를 이용하여 8,000Å의 Waycoat HR 감광막을 얻는 순서를 표4에 나타내었다. 

두께가 다른 감광막을 얻으려면 표에서 4항 spin dry의 속도를 달리하면 될 것이다. 사

용하고자 하는 감광막의 스핀 속도에 대한 두께의 관계를 주는 곡선을 얻어두면 언제나 

편리하게 두께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두께가 다르면 소프트 베이크, 

노출시간, 현상, 하드 베이크 등 후속공정이 달라지므로 일정한 몇 가지 두께만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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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Waycoat HR의 점성 계수와 코팅 최전수에 대한 두께

표 4. 점성 계수 28cps Waycoat HR로 8,000Å 두께의 감광막을 만드는 순서

  웨이퍼 스핀이 끝났을 때 액체 감광제에 들어있던 용제의 80~90%가 증발되어 감광막

은 거의 건조 상태가 된다. 그러나 용제의 나머지 양이 감광막에서 완전히 건조되지 않

는다면, 빛이 쪼여질 때 효과적인 상호 연결을 막아 다중체 사슬을 분리시키게 되므로 

음성 감광막 형성에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만약, 소프트 베이크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로, 음성 감광막의 경우에 감광제의 상호 

연결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 과소 노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막에서 다중화가 일어

나지 않은 부분은 현상 용액에 씻겨나가 오렌지 껍질(orange peel)이라 불리는 얼룩덜룩

한 표면을 남기게 된다. 이것은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다른 문제점은 마스크

와 웨이퍼가 서로 붙는 것으로 이는 양성 및 음성 감광막 모두에 발생할 수 있다. 감광

막이 충분히 구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막 안에 소량의 용제가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므

로 끈쩍 끈쩍하게 되어 마스크와 웨이퍼가 붙게 된다. 음성 감광막의 경우 이런 현상은 

첫 번재 마스크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 때 마스크와 웨이퍼가 접촉하기 때문이

다. 양성 감광막의 경우는 무제점이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음성 감광막의 경우에는 잘 

볼 수 없는 감광막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프트 베이크 

온도가 너무 높다면 여분의 열이 음성 감광막에서 열에 의해 다중화를 일으켜 스컴

(scum)이 형성되게 한다. 이렇게 열에 의해 다중화 된 감광막은 현상 과정 시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각 후에 제거되지 않은 산화막은 남기게 된다. 음성 감광막은 질소 분위기

에서 소프트 베이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스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기 중의 불순

물과의 반응을 막기 위해서이다. 양성 감광막의 경우에는 여분의 열이 감광제 내에 있

는 감응제를 분해하여 감광막이 현상액에 용해되어 버리는 문제점을 낳는다. 현재 소프

트 베이크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장비는 대류식 오븐(convection oven)과 적외선 오븐

viscosity (cps) spin speed (rpm) thickness(Å) minimum size (µm)

43 4,000 11,000 10.0

28 4,000 8,000 5.0

28 7,000 6,000 3.5

16 7,000 4,000 2.5

sequence spin speed (RPM) time (sec)

 1. xylene 1,000 3

 2. spin dry 4,000 8

 3. 2% HMDS 0 5

 4. spin dry 4,000 8

 5. resist 0 5

 6. slow spin 100 4

 7. final spin 4~7,000 15

total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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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red oven)이다. 대류식 오븐은 느려서 굽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10~30분 정도나 

되지만 모든 웨이퍼가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적외선 오븐은 

30초~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매우 바르고 열이 기판 표면과 감광막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므로 감광막의 하단부터 건조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웨이퍼의 종류에 따라 적외

선을 반사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에 각각의 웨이퍼는 다른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현상 과정에서는 웨이퍼에서 식각되어야 할 부분에 존재하는 감광막이 제거된다. 현

상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은 감광막에 용제가 흡수되어 부풀어나는 것(swelling)이다. 

이것은 스핀과 소프트 베이크 때 감광막이 마르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용제가 흡

수되어 부푼 감광막은 용액에 의해 용해되어 씻겨 나간다. 두 번째 단계는 현상액의 반

응을 멈추게 하고 용해된 감광막을 씻어내는 세척이다. 그 다음 웨이퍼는 건조되어야 

한다. 양성 감광막의 경우, 현상액은 보통 소디움 하이드로옥사이드(sodium hydroxide) 

용액이고 세척제는 순수이다. 최근에는 Na을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양성 감광막 현상액

이 개발되어 MOS공정에 사용되고 있다. 음성 감광막의 경우에는, 현상액은 자일린이나 

스토아다아드 용제(Stoddard's solvent) 또는 이의 혼합액이고 세척제로는 노멀-부틸 아

세테이트(n-butyl acetate)가 쓰인다.

  현상과 세척 과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가지 방법은 현상액이나 세척제를 뿌리거

나 담그는 것이다. 웨이퍼의 스핀을 500 ~ 1,000rpm 정도로 하여 뿌리는 현상과 세척을 

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으나, 양성 감광막의 경우에는 현상이 온도

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므로 뿌리는 장비는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양성과 음성 감광

막의 차이점 중의 하나가 현상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음성 감광막은 항상 빛이 쪼여지

지 않은 부분이 현상액에 녹지만 양성 감광막은 빛이 쪼여진 부분이 현상액에 녹는다. 

노출은 막 전체에 대해 일정하지 않으므로 노출이 잘 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존

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상 속도는 양성 감광막의 경우 막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변하

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IBM의 F.M Dill에 의해 알려졌다. 음성 감광막의 경우 이런 현

상은 과소 노출이 일어날 때 막 두께가 얇아지게 되나 감광막의 상 크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성 감광막은 음성 감광막보다 현상 시간과 현상액의 농도에 더 

민감하다.

  현상 과정 동안 약간의 용제는 용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감광막에 흡수된다. 이 현상

은 감광막의 가장자리와 윗 부분모두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소프트 베이크 때와 마찬가

지로 감광막으로부터 용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소프트 베이크 

대와는 달리 열에 의해 생기는 감광막의 노출에 대한 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

려 다중체의 상호 연결이 많아지면 식각할 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기판에 대

한 감광막의 접착도도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접착성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되

므로 일반적으로 웨이퍼가 하드 베이크 후에 식각하기까지 2시간 이상 지체하 다면 다

시 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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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베이크에는 소프트 베이크와 같은 종류의 장비가 쓰인다. 그러나, 굽는 시간은 

보통 더 길고 온도는 150°C 가까이 된다. 하드 베이크 동안의 오븐 분위기는 스컴 형성

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질소나 공기 모두 가능하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시간이 너무 길

면 음성 감광막은 처음에는 오므라들고 다음에는 녹게 된다. 오므라드는 현상

(contraction)을 퍼들링(puddling)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감광막의 가장자리는 둥 게 

된다. 이것은 다중체 사슬의 작은 부분들에 생기는 플라스틱이 노는 현상 때문이다.

  퍼들링과 흐름(flow) 사이의 온도 차이는 아주 작으므로 하드 베이크 온도는 보통 퍼

들링 온도보다 5~10°C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양성 감광막은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것이 

가능하나 제한 요소는 식각 후 감광막을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1980년 이후 음

성 감광막의 사용이 줄어들고 분해능이 좋은 양성 감광막이 더욱 많이 사용되게 되었는

데, 이 두 가지 감광막의 대비를 표 에 나타내었다.

표 5. 음성 및 양성 감광막의 성질 비교 (STH)

Negative Resist Comparison Positive Resist

Coating thickness must be 1/2 the 

minimum image size, but this 

increases pinhole density.

Coating Thickness 

and Resolution

Coating thickness can be equal 

to or greater than minimum 

size. Extremely accurate image.

Marginal due to thin coating 

lmitations.
Step coverage

Excellent as thick coating (2~3 

microns) can be used.

Rely upon cross linking for image 

formation.
Exposure

Chemical change takes place in 

resist that is removed.

Solvent developing, resulting in 

image swelling. Solvent disposal 

is more difficult.

Developing

Aqueous developing, and the 

image is only mildly affected 

by the developer. Disposal is 

relatively simple.

Marginal chemical stability, 

requires filtration prior to use.
Chemical Stability

Reasonable chemical stability 

but high viscosity makes 

filtration difficult.

Oxygen sensitivity causes 

exposure problems.
Oxygen No oxygen sensitivity

Faster: 2~3 seconds. Exposure Time Slower:10~15 seconds

1/4 to 1/3 lower cost/wafer Material Cost Increased material cost.

Excellent chemical resistance.
Chemical

Resistance
Chemical resistant is less.

Stable at high dose. Ion Implantation Melts under high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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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렬과 노출

  정렬과 노출은 감광막에 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다. 따라서, 사

용되는 장비는 정렬의 정확도를 0.5 µm 이내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자외선 광원

은 3인치 웨이퍼에 대해 광도 변화를 3 % 이내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웨

이퍼 취급은 결함을 막기 위해서 부드럽고 세 하게 행해져야 한다. 여기서는 진공 척

(chuck) 방식으로 사용되는 Kasper 2001 P 정렬기의 반복성 있는 조작을 위해 필요한 

공정 조절을 설명하겠다. 그러나 설명되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접촉 프린트 정렬 시스템

의 대다수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의 정렬 원리를 이용한 기계들에 관해서는 표 6을 

참조하면 된다.

   웨이퍼의 지름이 작을 때는 웨이퍼에 대한 광원의 광도 변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

며 실제적으로도 변동이 적어 매일 웨이퍼의 중심에서 한 번씩 측정하기만 하면 광도 

변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매일 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렌즈 시스템에 대해서 램

프를 앞 뒤로 움직이든지 램프의 초점 조절을 적절히 함으로써 미세한 광도 변화를 조

절할 수 있다. 그런데 웨이퍼가 커질수록 더 복잡한 렌즈 시스템이 사용되고 광도의 균

일성이 더 중요하게 된다. 웨이퍼 상의 아홉 군데의 광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새

로운 광도계가 개발되었는데 여기에는 아홉 개의 광학 탐침이 달려 있다. 2 µm 선폭의 

구현하기위해서는 광도의 균일도가 3 %보다 나쁘면 안 되는데, 이것은 램프를 조금씩 

이동함으로써 조절한다. 즉, 램프의 높이, 간격 그리고 X, Y 방향으로의 조절로써 적합

한 빛의 균일도를 얻는다. Kasper 2001 P 정렬기는 렌즈 시스템에 대한 램프의 앞 뒤로

의 이동이 1/4인치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근접 방식에 있어서 적절한 조절이 수

행되도록 하기 위한 거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프의 광도는 조금씩 감소한다. 그런데, 

일정한 광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프의 초점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이 사용되어

져야 한다. Kasper에는 실제 광도를 감지하여 이에 따라 노출 시간을 변화시키는 집광

기가 있다. 즉, 광도가 감소하면 노출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값의 곱은 일

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램프의 광도가 0.5 mW sec/cm
2
가 된다. 여

기서 램프의 광도가 0.2 5mW sec/cm
2
로 감소하면 집광기는 자동적으로 노출 시간을 

20초 증가시켜서 5.0 mW sec/cm
2
의 노출 에너지를 유지시킨다.

   이런 방법의 성공 여부는 사용되는 정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적합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빛의 광도와 노출 시간에 대한 다이얼을 근무조가 바뀔 때마다 확인하여

야 하고, 이 숫자들의 곱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집광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지는 

않으므로 노출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다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효과

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집광기를 설치하고 시간은 타이머를 다이얼로 조절하여 정확하

게 맞추어 주는 방법이다. 그 다음은 각 마스크 레벨에 대한 노출 시간을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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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표 6은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인데, 여기에 기록된 광도와 노출 시간의 곱은 모든 

경우에 필요한 노출 에너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집광기를 능가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표 6. 빛의 세기에 따른 노출 시간

   압력에 의한 접촉형 정렬기의 대부분은 웨이퍼가 노출될 때 마스크와 웨이퍼의 접촉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웨이퍼 뒤쪽에 질소를 흘려야 한다. 그런데, 이 질소가 웨이퍼를 

게 되면 마스크는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휘게 된다. 이런 마스크의 휨은 

보통 1mil쯤 되는데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웨이퍼 위의 상에 향을 미친다. 이것은 

Fig. 10에서의 A와 B 사이의 거리가 마스크 휨이 1.0 mil일 때보다는 0.5 mil일 때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첫째 마스크가 1.0mil의 마스크 휨에서 노출되고 두 번째 마스크가 

다른 크기의 마스크 휨에서 정렬된 후 노출되었다면, 마스크의 런 아웃은 크게 될 수 있

다. (-)값의 런 아웃은 런 인(run in)이라고 한다.

   Fig.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런 아웃을 0.2 µm내로 조절하려면 마스크의 휨은 

0.1mil로 조절되어야 한다. 마스크의 힘은 웨이퍼 또는 편평하지 않은 마스크에 기인하

기도 하므로 정렬기의 마스크 휨은 표준 마스크와 표준 웨이퍼를 사용하여 원하는 값으

로 설정해야 한다. 마스크 평탄도만으로 0.1mil의 마스크 휨을 발생하고 웨이퍼 평탄

도는 또 다른 0.1mil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Fig. 30 접촉 모드시의 마스크 휨

mask level
exposure energy 

(mW sec/cm
2)

light intensity group (mW/cm2)

0.35~0.39 0.40~0.44 0.45~0.49 0.50~0.54 0.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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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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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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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6.0

C = 8.0

D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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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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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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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8.5

8.5

8.5

12.8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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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7

7.7

7.7

11.6

15.4

21.2

10.5

7.0

7.0

7.0

10.5

14.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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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마스크 휨의 허용 한도

  마스크의 열화는 여러 원인에 기인하는데 그 중 정렬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웨

이퍼가 시스템에 오르면 척이 웨이퍼를 마스크에 닿을 때까지 올린 다음 정렬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된 위치까지 다시 내려온다. 이것을 분리 모드라 한다. 이때 분리 거리

가 충분하지 않으면, 웨이퍼와 마스크 사이에 있는 실리콘 칩이나 먼지 같은 오염 물질 

또는 휜 웨이퍼의 높은 부분이 앞뒤로 움직이는 정렬 과정에서 웨이퍼와 마스크를 마찰

시키게 되고 따라서 마스크에 커다란 흠을 남기게 된다. 반면에 분리 거리가 너무 크면 

웨이퍼와 마스크에 초점 조절을 쉽게 할 수 없어서 정확한 정렬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런 두 가지 극단적인 분리 거리에 대한 타협점은 정렬기에 있는 현미경 필드의 깊이 조

절에 잇는데, Kaper 2001 P의 경우 가장 좋은 역은 0.5 ~ 0.7mil로 분리할 때이다.

   시스템이 접촉 모드에 들어가면, 웨이퍼 척의 피스톤이 웨이퍼를 마스크 쪽으로 민

다. 마스크의 열화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해

져야 한다. 그러나, 마스크에 대한 피스톤의 속도가 마스크 휨이나 마스크 런 아웃을 변

경시키지는 않는다. 노출 모드의 경우에는, 마스크에 가장 높은 압력이 가해져서 가장 

많은 열화가 일어나게 된다. 웨이퍼의 아래에서 불어내는 질소 기체에 의해 웨이퍼와 

마스크는 더욱 더 접촉하게 된다.

   마스크의 수명은 주로 수행되는 노출의 회수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

지 원인도 마스크의 수명을 좌우하는데, 웨이퍼가 접촉 모드에 들어간 횟수가 적지 않

은 향을 끼친다. 숙련된 기술자의 경우에 0.5 µm 정 도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노출하기전에 5 ~ 10번의 마스크와 웨이퍼의 접촉이 행해진다.

   여러 제작자들이 최근 자동 정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정렬에 있어서의 속도와 

정확도뿐만 아니라 마스크 열화도 개선된다. 자동 정렬은 마스크와 웨이퍼의 간격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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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공적으로 정렬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오염 물질에 의한 흠이 크게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0.5µm 정 도의 정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3번의 마스크와 웨이퍼의 접촉

만이 있게 되므로 마스크에 대한 압력 손상도 줄일 수 있다.

   음성 감광막은 노출 동안의 산소의 양에 매우 민감하다. 산소는 감광막에 있는 감응

제와 반응하여 다중화를 막는데, 다중화가 되지 않은 감광막은 현상이 되어 막의 두께

가 감소된다. 따라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렬기에는 질소 세척 장비가 부착되어 

분리 모드시에 웨이퍼 위로 질소를 계속 흘려줘야 한다. Kasper 2001 P는 2가지의 분리

된 세척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질소가 마스크 홀더 뒤로부터 마스크 밑으로 평행하게 

흐르는 것이다. 이것은 접촉 프린트에 대한 원칙적인 세척 방법인데 근접 프린트와는 

관계가 없다. 다른 하나는 웨이퍼를 둘러싸면서 웨이퍼 척 가장자리 둘레에 있는 링에

서부터 질소를 흘리는 것이다. 이것은 근접 프린트에 대한 원칙적인 세척방법으로 접촉 

프린트에서는 동작되지 않는다. 불충분한 질소 세척은 Al 마스크 레벨과 같은 단계 즉, 

약간 과소 노출이 되는 레벨에서 나타난다. 관찰되는 결함은 산화막 계단을 가로지르는 

부분의 감광막 선에 틈이 생기는 것이다. Kasper 2001 P에서는 압력 레귤레이터보다는 

니들 밸브가 질소 세척을 조절하는데, 충분히 흐를 때는 흐르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노출시 얻어지는 상의 크기는 감광막의 두께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감광막의 두께에 다라 그 두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선폭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노출 에너지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감광막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기판에 따른 

노출 에너지를 실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Waycoat HR 음성 감광막

에 대한 예를 든다. 노출 에너지는 3,650Å  광대역 광학 탐침을 사용하는 Optical 
Associates Inc.의 광도계로부터 측정된 광도이다. 표7에는 산화막, 질화막, 다결정 실리

콘 및 알루미늄 막 위에 감광막이 덮혀 있을 경우에 대한 노출 조건과 최소 선폭이 나

와 있다. 여기서도 최소 선폭은 대량 생산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얻어진 것이

므로 매우 유효하다. 새롭고 실행해보지 않은 웨이퍼의 경우에는 감광막의 변수를 결정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정렬과 노출 과정이 감광막에 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 단

계에서는 가장 세심한 조절이 수행되어야 한다. 마스크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출 에너지, 광도의 균일성과 마스크 휨들에 대한 주기적 조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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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산화막, 다결정 실리콘 막, Al막을 위한 노출 조건

   지금까지 감광막에 상을 형성하는 과정에 보듯이 가장 중요한 과정은 마스크와 웨이

퍼가 접촉하는 순간이다. 최종의 감광막 패턴의 질과 패턴의 질과 사진 작업 과정의 비

용은 사용하는 마스크의 종류와 정렬기의 종류, 마스크와 웨이퍼의 접촉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마스크의 종류와 정렬기에 적용되는 5 가

지 노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사용하는 사진 마스크에는 경질 마스크 (hard surface mask)와 에멀젼 마스크 

(emulsion mask)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에멀젼 마스크는 정해진 노출 횟수 동안 사용하

고 버리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경질 마스크는 한번 사용한 후 세척을 거쳐서 가능한 한 

여러 번 다시 사용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그러나, 사진 마스크는 웨이퍼와 접촉할 때마

다 그 질이 나빠지는데, 이는 웨이퍼 위에 있는 먼지나 실리콘 칩, 또는 에피 스파이크

가 마스크에 흠을 만들기 때문이다.

   에멀젼 마스크는 보통 25,000Å  두께의 젤라틴 박막으로 덮혀 있는 광학적으로 편평
한 유리로 구성된다. 막의 성분인 염화은은 빛에 민감한데, 빛에 쪼여진 염화은 박막은 

현상액에 넣었을 때 부풀고 검은 색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은 사

진을 제작하는 것과 동일하다. 노출과 현상을 거친 젤라틴 막은 Fig.32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사진 작업 과정에서 정렬기에 사용될 때 마스크는 Fig.32(b)에서와 같이 뒤집혀진다. 

불투명한 부분이 자외선의 통과를 막는데, A로 표시된 불투명한 부분의 가장자리는 얇

아서 불투명한 부분에 비해 광학적 도(optical density)가 감소된다. 자외선은 막이 얇

은 가장자리를 통해 감광막에 상을 남기게 되므로 에멀젼 패턴의 가장자리는 잘 정의되

지 않는다. 에멀젼 마스크는 이런 성질 때문에 2.5µm보다 작은 패턴에는 사용할 수 없

다.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마스크와 웨이퍼가 붙는 현상을 막아준다. 

만약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에 공간이 없다면 점성이 있는 감광막은 마스크와 서로 붙게 

thin film
PR thickness

(Å)
minimum line width

(µm)

exposure energy 

(mW sec/cm
2)

oxide

nitride

11,000

8,000

6,000

4,000

10.0

5.0

3.5

2.5

16.7

9.4

7.6

5.8

poly-

silicon

8,000

6,000

4,000

5.0

3.5

2.5

9.0

7.4

5.4

aluminum

8,000

6,000

4,000

5.0

3.5

2.5

7.4

6.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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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공정의 관점에서 볼 때 에멀젼 마스크의 유일한 장점은 비용이다. 4" 4" 에멀젼 마

스크 기판의 평균 가격은 약 4달러이다. 또한 에멀젼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열 번의 노출 후에는 버리게 되므로 세척이나 재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멀젼 

마스크의 단점은 많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가장자리 효과 때문에 2.5µm이하의 미세한 

패턴을 얻는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도한 젤라틴 막은 부드럽고 흠이 잘 나기 때

문에 다섯 번 정도 노출하면 버려야 할 때도 

있다. 

Fig. 32 에멀젼 마스크(a)와 정렬시 위치(b)

마스크를 사용 후 버리게 되므로 모든 마스크를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보통의 경우 단

지 10~20%의 마스크만이 현미경을 통하여 흠의 유무를 검사하게 된다. 끝으로 에멀젼층

은 가시 관선이나 자외선을 모두 차단하므로 어두운 필드(dark field) 에멀젼 마스크는 

정렬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것은 어두운 필드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게이트 

공정에는 아주 불리하다.

   결질 마스크는 보통 크롬, 산화철 또는 실리콘 박막을 유리판 위에 형성하여 만들어

진다. 사용되는 재료는 광학적으로 편평한 유리 기판 위에 증착, 스퍼터 또는 화학기상

증착에 의해 입혀진다. 보통 1,500Å을 넘지 않은 얇은 막은 감광막에 의해 마스크 되고 
화학적인 방법이나 스퍼터에 의해 식각된다.

   3가지 기본 물질의 성질은 크게 다르다. 경질 마스크 재료의 첫 번째 물질인 크롬은 

가시 광선이나 자외선에 대해 불투명하여 에멀젼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정렬하기가 힘들

다. 또 매우 반사성이 커서 아주 작은 패턴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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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어두운 색깔 또는 반사가 적은 크롬이 개발되고 있다. 실리콘 마스크와 산화

철 마스크는 자외선을 차단하나 가시 광선은 통과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따라서, 마스

크를 통해 볼 수 있으므로 정렬이 용이하다. 또한 두 물질은 모두 마찰에 강하고 크롬

보다는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실리콘은 화학기상증착 의해 형성되는 반면, 

산화철은 화학기상증착, DC 혹은 RF 스퍼터에 의해 형성된다. 또, 실리콘은 화학적으로 

상하게 하는 화학 물질이 거의 없어서 쉽게 세척할 수 있으나, 산화철은 세척 과정 시 

두께가 감소하므로 광학적 도도 감소하게 된다. RF 스퍼터에 의한 산화철은 화학 세

척에 가장 강하다. 최근에는 산화철이 형성될 때 결함이 작아 더 많이 쓰인다.

   경질 마스크는 어떤 형태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패턴의 가장자리가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으므로 1µm 이하의 선폭도 구현할 수 있다. 에멀젼 마스크보다 충격과 마

찰에 훨씬 더 강하다. 또한, 중요한 마스크라도 200번의 노출이 가능하고 수율을 위주로 

제조하지 않는다면 500번 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질 마스크의 수명을 고려하면 에

멀젼 마스크에 비하여 더 적은 수의 마스크를 제작하여도 좋으므로 더욱 좋은 품질의 

마스크를 쓸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질 마스크가 웨이퍼 제조의 초종 검사에서 

더 나은 수율을 보여 주는 것은 당연하다. 경질 마스크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는 4" 4" 마스크의 가격이 보통 40달러로 에멀젼 마스크에 비해 10 정도 비싸다는 것이

다.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경질 마스크는 에멀젼 마스크보다 10배 이상 오래 사용하

여야 한다. 다라서 히지 않고 균열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다루는데 더욱 유의하여야 한

다. 두 번째 단점은 경질 마스크에는 세척이나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마스

크는 사용함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데,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마스크를 버릴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재검사가 필요하다. 보통 각각의 마스크는 5~8번의 검사

를 받게 되는데, 마스크 한 장의 검사에 보통 20분이 걸린다. 이러한 검사 과정에 포함

되는 수고는 마스크 전체 비용에 합쳐져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요인이 된다.

   대량 생산의 경우, 경질 마스크가 처음에는 비용이 높고 재검사가 힘들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에멀젼 마스크에 비해 경제적이다. 즉, 경질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소자 수율의 개선은 높은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경질 마스크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각종 마스크 재료의 수명과 가격에 대한 비교

를 표 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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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to 1:1 projection

표 8. 마스크의 수명과 가격(STH)

   유리 중에 생기는 유리 마스크 기판에 대한 결함은 경질 박막에 대한 흠과 마찬가지

로 마스크를 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가장 단단한 유리가 기판으로 선택되어져야 한다. 3

가지 종류의 평면 유리가 사용되는데, 이들은 소다 석회(soda lime), 알루미나 소다 석회

(alumina-soda lime)와 보로실리케이트(borosilicate)이다. 이 중에서 보로실리케이트 유

리가 가장 단단하며 다른 두 종류에 비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와 마스크간

의 일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유리의 열팽창이 실리콘의 열팽창과 일치되어야 하는데, 알

루미나 소다 석회 유리는 3인치 판의 경우 실리콘에 비해 1°C 온도차에 0.07µm의 차이

가 난다. 열팽창에 있어서의 이 작은 차이는 3인치 판 전체에 대해 전체 1.5µm 이하의 

마스크와 마스크간의 일치가 요구될 때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로실리케

이트 유리는 다른 기판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근래의 와서 1µm보다 작은 

패턴에는 석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값은 보로실리케이트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다.

   1973년 이전에는 모든 마스크 정렬기가 착(hard contact)형 이었으므로 필요한 정

확도를 얻기 위해서 마스크와 웨이퍼는 서로 꼭 착되어야 했다. 만약 둘 사이에 존재

하는 틈이 있다면 음성 감광막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림자 현상에 의해 상이 실제보다 

크게 된다. 불행하게도 마스크가 못쓰게 되는 비율은 노출 동안 마스크에 가해지는 힘

과 아주 접한 관계가 있다. 정렬 장비의 제작자들은 마스크의 열화를 줄이면 전체 비

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착형 이외의 프린트 방법을 실험하여 왔다. 1973년 

이후부터는 착형이 아닌 노출 시스템이 사용되어 왔으나 몇 가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노출 시스템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들에 관한 용도, 

분해능, 가격 및 처리량을 표 9에서 비교하 다.

Glass Image Life (water exposure) Cost/plate
defect level on 

wafer
*

Low thermal

coefficient

MASTER

Hard

Surface

>10,000

(Projection

printing)

$ 1,000

~ 1,500
1X, constant

Standard Master
Hard

Surface

MASTER (to make

working plates)

$ 300

~ 400

Working plate
Hard

Surface

100~1,000

(Contact proximity)

$30

~ 55

3X, (contact)

increases in use

Working Plate Emulsion
10~25

(Contact)

$5

~ 10

5X, (contact)

increases 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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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마스크와 마스크 정렬기 (STH)

   압력에 의한 접촉은 최근 Kasper 정렬기에만 사용된다. Fig. 13.에서와 같이 웨이퍼

는 분리와 접촉 모드 동안 진공에 의해 척에 부착된다. 노출 동안 웨이퍼에는 진공이 

질소 가스의 흐름으로 바뀌므로 마스크가 위로 휘어 보다 덜 근접한 접촉이 된다. 

Fig. 33 접촉형 정렬기 구조

   대부분의 접촉형 정렬기는 압력에 의한 접촉대신 진공 척 접촉을 사용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여기서는 웨이퍼가 분리와 접촉 모드에서 진공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노출할 

때에 웨이퍼의 뒤에서 질소가 나오게 된다. 차이점은 웨이퍼의 둘레에 있는 블래더 링

(bladder ring)이나 진공 장치로써 접촉과 노출 동안 진공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마스크

의 위와 아래 사이의 압력의 아치에 의해서 마스크가 웨이퍼 쪽으로 잡아당겨지므로 압

력에 의한 접촉 모드보다 더 착된 접촉이 이루어진다. 접촉상태에서 웨이퍼에 노출을 

시키는데, 음성 감광막의 경우에는 보통 1.5~2.0µm, 양성 감광막의 경우에는 1.0µm정도

의 작은 패턴에서도 좋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 접촉형 프린트는 간단한 공정 제어를 

Image
Alignment

Equipment

Comments, Resolution,

Cost, and speed

Circuit Layout

X-Y Digitizer

E-Beam direct write on 

wafer

~5 4"/hr, 0.5µm, used for

fast turn around time.

$ 1~3 million each

10X(5X) Reticle Direct Step on Wafer

(DSW)

~45 4"/hr, 1~1.5µm(UV)

$ 400~800K each

Reduce, Step & Repeat 1X

Glass plate

MASTER Mask

Projection Print

1X on wafer

~60 4"/hr, 2µm(UV)

& 150~350K each

Contact Print

Submaster

Projection Print

1X on wafer

2.5mm, same, as above

masks are cheaper.

Working

plate

Contact (Proximity)

Print on wafer

90 4"/hr, 1~3µm

short mask life, lower yield. 

$30~70K each

Special masks

are required for X-ray
X-ray Proximity

20 4"/hr, 0.8µm with 

trilevel resist system



- 45 -

통해서도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량 생산 라인에 적합하다. 일단 접촉되면 

진동이 있어도 패턴 정렬에도 아무런 향이 없다.

   접촉형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심한 마스크 열화가 있음은 이미 상세하게 설명 

하 는데, 다른 하나의 단점은 감광막이나 오염 물질이 옮겨진다는 것이다. 만약 감광막

의 한 부분이나 먼지가 웨이퍼에서 마스크로 옮겨지면, 그 다음의 모든 웨이퍼의 노출

에 향이 미칠 것이다. 그런데, 경질 마스크라면 세척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나 감광막

이 제거되므로 계속적인 마스크 손상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결함이 반복되면 웨이퍼

의 수율이 떨어지게 된다.

   근접형(proximity) 및 마이크로포스(microforce) 프린트는 근접 접촉 노출 방식으로서 

웨이퍼가 마스크에서 아주 조금 떨어지거나 거의 접촉하지 않는 정도에서 보통의 렌즈 

시스템에 의해 노출이 수행된다.

   근접 프린트는 Kasper 정렬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Fig.34에서와 같이 웨이퍼가 들

어가면 웨이퍼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보통 0.3~1.0mil의 두께를 가진 스페이서(spacer)에 

접촉하게 된다. 척이 제2의 스페이서에 접촉할 때까지 올라가게 되면, 척 간격이 고정되

고 웨이퍼가 척의 가운데에 붙어 있게 된다. 마스크에 접촉시키기 위해 척을 위로 올리

면 웨이퍼 척의 바깥 부분이 마스크와 접촉하게 되고 웨이퍼 자체는 마스크 아래의 일

정한 거리에 놓여 있게 된다. 웨이퍼는 정렬과 노출 과정동안 진공으로 고정된다.

Fig. 34 근접형 정렬기

   “마이크로포스”란, 마스크에 작용하는 압력을 최소로 하는 노출 시스템을 위하여 

Coilt Corp.에서 사용한 상표 이름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웨이퍼가 마스크와 접촉될 때 

척 피스톤에 가해지는 압력이 아주 낮아 부드러운 접촉이 이루어진다. Cobilt는 실제적

으로 웨이퍼의 10% 미만이 마스크와 접촉한다는 계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웨이

퍼에서 높은 부분이 부드럽게 접촉되고, 웨이퍼의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떨어

져 있게 된다. 웨이퍼는 정렬과 노출 시에 진공에 의해 웨이퍼 척에 붙어 있게 된다.

   근접 접촉 프린트의 한 가지 장점은 마스크 열화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들이 

더 많다. 마이크로포스나 근접 시스템은 값이 더 비싸며 웨이퍼의 크기가 작은 데에 더 

적합하다. 큰 마스크와 웨이퍼는 편평함에 있어서 0.5mil 정도의 변동이 있다. 이것은 



- 46 -

0.5mil을 근접시켰을 때 3" 웨이퍼의 어떤 부분은 마스크에 닿고 다른 부분은 1.0mil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접 접촉 노출 시스템은 그림자 현상을 이용하므로 웨

이퍼가 마스크에서부터 많이 떨어지면 Fig.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이 더 작아진다. 

즉, 1.0mil이 떨어지면 XA의 넓이를 갖는 상이 형성되고 0.5mil 떨어지면 XB의 넓이를 

갖는 상이 형성된다. 3" 웨이퍼의 크기 조절은 매우 어렵다.

Fig. 35 마스크 크기와 감광막의 감광

   음성 감광막은 노출시 산소와 반응한다. 따라서, 음성 감광막을 사용하려면 질소를 

불어 넣어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접 접촉 프린트 방

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감광막 공정 조절이 필요하게 된다. 근접 

접촉 프린트에서 상의 분해능은 실리콘 산화막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근접 접촉 프린트는 보통의 렌즈 시스템을 사용하며 그림자 효과에 의해 프린트가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투사형(projection) 프린트는 Perkin-Elmer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

서 생산하는데,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에 간격이 수 인치 정도 떨어져도 1:1상을 여사하

기 위해서 복잡한 렌즈 시스템을 사용한다. Kasper 시스템에서는 웨이퍼와 마스크가 서

로 수직인데, 실제의 상이 투사되므로 근접 접촉 시스템만큼 그림자 효과나 분해능 손

상이 심하지는 않다.

   투사형 프린트는 실제적으로 마스크 열화를 훨씬 감소시킨다. 이론적으로 마스크의 

수명은 원하다. 단점은 가격이 접촉 정렬기의 5 ~ 10배로 높다는 것이다. 투사형 시스

템도 음성 감광막의 경우 산소와의 작용이 문제가 되고 접촉 프린트보다 실리콘 산화막

의 두께의 변동에 더 민감하다. 여러 가지 마스크 재료나 노출 시스템은 각각의 장단점

이 있어 선택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작동이 쉬운 것, 더 나은 질과 높은 소자 수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적인 결정은 사용하는 마스크 선폭의 종류에 다라 결정된다. 

대량 생산 라인에 관계되는 경제성은 작은 규모의 생산이나 개발과는 많이 다르다. 선

택이 잘못되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스테퍼는 투사형 프린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투사형 마스크 정렬기가 웨이퍼에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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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일정거리에 위치시키고 단번에 노출시키는데 반하여, 스테퍼는 마스크를 웨이퍼에 

일정거리 유지시키되 한꺼번에 전체 웨이퍼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정면적에 동일 

상(image)을 노출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노출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step and 

repeat) 전체 웨이퍼에 마스크의 상을 옮겨 놓는 원리를 사용한다. 스텝 반복 과정에서 

마스크의 상을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마스크 상 그대로 옮길 때도 있다. 줄이는 비율에 

따라 10  또는 5  스테퍼라고 하며, 줄이지 않을 경우에는 1  스테퍼라고 한다. 현재 

생산에 쓰이는 정렬기는 거의 모두가 스테퍼이며 광원의 파장이 얼마나 짧으냐에 따라 

최소 분해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390 ~ 450 nm 파장을 쓰는 정렬기는 0.25 µm의 

패턴을 얻을 수 있다. 파장이 365 nm, 248 nm, 193 nm로 짧은 레이져 광을 이용하여 

각각 0.5 µm, 0.18 µm, 0.13 µm의 최소 선폭을 얻는 시스템을 상용화하 으며 ArF 레

이져에서 나오는 157 nm를 쓰는 경우 0.07 µm 이하의 패터닝이 가능하다.

 4.  크기조절 및 검사

   감광막 작업은 분해능과 상의 정의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크기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까지 상의 크기에는 여러 번 시도하여 최적 조건을 얻는 방법을 써 

왔는데 오차가 크고 또 재작업이 많이 요구되었다. 여기서는 정확한 크기 조절이 가능

하고, 도 재작업을 별로 요하지 않는 음성 감광막을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또한 

사진 마스크 선폭의 검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 특히 추출된 데이터의 정량 분석도 

알아보겠다.

   바이폴라 제품은 어떤 마스크 레벨에서도 엄 한 크기 조절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다. 그러나 N채널이든 P채널이든 금속 게이트 MOS에는, 소스에서 드레인가지의 간격

에 대해 0.50µm에서 0.75µm의 크기 조절이 요구된다. 이는 소스와 드레인을 위하여 

끊어낸 사이의 산화막 선폭을 조절함으로써 첫 번째 마스크 레벨에서 수행된다. 한편, 

실리콘 게이트 MOS에는 두 개의 마스크 레벨에서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 공정을 하는 

동안 게이트 산화막은 작은 고립 역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 고립 역의 길이와 

폭 전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최적의 회로 동작을 위해서는 때때로 0.30µm의 정

도가 쓰이기도 한다. 마스크는 보통 0.50µm의 정 도를 가지는데, 에멀젼 마스크는 훨

씬 부정확하지만 경질 마스크는 상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0.30µm까지 조절이 가능

하다. 문제는 마스크의 상을 정확하게 감광막 위의 상으로 만드는 데 있다.

   마스크를 통해 감광막에 빛이 들어오면 기판과 마스크에서 빛이 반사되어 감광막의 

다중화를 야기시킨다. 빛이 많을수록 이 현상은 심하다. 마스크의 크기, 감광막의 두께, 

기판의 조건이 같으면 마스크와 같은 감광막 상을 결정하는 것은 조사 에너지가 된다. 

빛이 강할수록 감광막 상은 넓어진다. 시험 웨이퍼를 써서 같은 마스크에 여러 가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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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조사하여 조사 에너지 곡선을 얻는데, 감광막 상의 크기와 마스크에서 빛이 통

과하는 부분의 크기의 차를 조사 에너지에 대해 그리면 직선이 얻어져야 한다. 감광막 

두께와 기판의 종류에 따라 그리면 또 달라진다. 임계 치수를 요구하는 기판은 열 산화

막, 다결정 실리콘, 실리콘 질화막 등이다. 공정상의 임계 치수가 저해지면, 마스크 상의 

임계 치수는 0.6~0.7µm가량 작아야 한다. 여기의 예는 감광막의 정 도가 마스크의 정

도보다 작은 최악의 경우다. 사용할 마스크의 평균 치수는 Fig. 36에서와 같이 구한

다.

Fig. 36 임계치수와 크기조절

   Fig. 36에서 ex1을 보면, 선폭이 6.1µm로 밝혀진 마스크는 감광막 상이 사양의 중심 

7.0 µm에 오게 하기 위해서 0.9 µm의 크기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ex2의 

6.6µm 마스크 크기는 0.4 µm의 증가를 요구한다. 이러한 0.9 µm 및 0.4 µm의 증가를 

얻기 위해서는 각각 10.6mW sec/cm
2
와 7.0mW sec/cm

2
의 노출 에너지가 요구됨을 

Fig. 37로부터 알 수 있다. Fig. 36을 더 자세히 분석하면, 마스크 사양은 네 분류로 나

뉜다. 즉 A, B, C 및 D로 나뉜다. 예컨대 5.8 ~ 6.0 µm의 마스크는 D그룹, 6.0 ~ 6.3 µ

m의 마스크는 C그룹에 해당한다. 각 그룹의 중간선이 조사 에너지의 결정에 쓰인다. 예

를 들어 B그룹의 조사 에너지는 0.5 ~ 0.6 µm의 증가를 수반하는 7.9 mW sec/cm2에 

해당한다. 조사 에너지는 빛의 강도와 조사시간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시간표는 A, B, C 

및 D 그룹의 조사시간을 고려하도록 간단하게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0.3 µm의 정

도를 얻게 된다. 이러한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판의 반사율이 되는데, 뒤에서 설명하

겠지만 청색에 해당되는 두께를 가지는 산화막이나 알루미늄막은 그때의 반사 계수의 

변화로 인해 적용하기 힘들다. 또 크기가 다른 마스크로부터 같은 감광막의 크기를 얻

기 위해서는 노출 에너지를 달리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Fig. 37과 같은 그래프를 얻

어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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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열 산화막 위에 코팅된 6000 Å  감광막에 대한 노출 에너지

   산화나 확산의 결과인 산화막의 두께나 면저항은 엘립소미터, 스펙트로포토미터, 4점 

탐침기 등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사진 마스크에 의한 선폭의 측정은 그다지 쉽지가 않

다. 눈으로 보는 검사는 전통적인 시행 착오 방법이었다.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서 현미

경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검사하는데, 판정은 “합격” 아니면 “재작업”으로 내려진다. 다

음은 4가지의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다.

   현상의 검사는 감광막 패턴이 식각하기에 좋은가를 보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는 

모든 웨이퍼를 30초~1분간 검사한다. 웨이퍼가 1주일에 5,000장 이내일 경우 임의의 방

향으로 가로지르며 조사한다. 판정은 단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다.

   식각 검사는 식각이 계속될 수 있을 만큼 잘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웨이퍼의 막 

두께가 변하지 않는 한 모든 웨이퍼를 볼 필요가 없다. 숙달된 기능공은 15초~30초에 

걸쳐 한 장의 웨이퍼를 검사한다. 식각이 덜 되었으면 다시 식각해서 검사하고, 식각이 

더 되었으면 최종 검사로 보내진다. 이 검사가 가장 쉽고 빠르다.

   사진 마스크 작업의 질은 식각과 감광막 제거 후에 행하는 최종 검사에서 잘 판정된

다. IBM에서는 질을 나타내는 특정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PLY(photo limited yield)는 5

개의 웨이퍼로부터 각각 10 개씩의 칩을 선택한다. 같은 곳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핀 홀, 

연장 등의 결함을 센다. 각 칩은 완전히 검사되어 모든 결함이 8가지 형태로 나뉘어 기

록된다. 50개의 칩을 전부 검사했으면 각 열의 결함을 더한다. 각 결함 형태의 모든 결

함이 칩을 전부 못쓰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숫자로 나타낸다. 이렇게 

더해진 숫자를 백분율로 나타내고 각 마스크 레벨의 백분율을 모두 곱하면 PLY 퍼센트

가 된다. 이 PLY 검사로 수율뿐만 아니라 결함의 원인도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장은 정렬 동작에서 마스크와 웨이퍼가 서로 문질러져서 생기며, 금속 선폭의 구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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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 박막의 불순물로 인하여 생긴다. PLY법은 일일 혹은 주간 감시 시스템에서 반복

해서 검사되어 결함의 원인과 통계 수치를 제공하며 수율을 예견하도록 해준다. 

   경질 마스크를 쓰는 경우, 새로운 마스크 검사, 사용 후의 검사 및 세척이 필요하다. 

검사는 20개의 칩을 검사해서 각 결함을 그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계산한다. 5점인 경

우는 칩이 그 결함에 의하여 못쓰게 되는 경우이다. 20개의 칩에 대해 이 점수들은 더

하면 “나쁜 정도”의 퍼센트가 나온다. 따라서, 이 값을 100%에서 빼주면 마스크 질이 

나오는데 각 마스크의 질을 모두 곱하면 MLY(mask limited yield)가 나온다.

   웨이퍼 검사의 목적은 검사하는 웨이퍼를 계속 공정할지, 그 단계에서 버릴지를 결정

하는 데 있다. 음성 감광막의 각종 문제점과 그 원인 및 수율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

1.불균일한 감광제의 도포

가. 현상

스핀 후의 웨이퍼에 적, 녹색의 색띠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나. 원인

먼저 색띠가 웨이퍼의 바깥쪽에 둥근 형태로 나타나면 감광제의 양의 부족일 수 

있다. 이 때는 중심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게 된다. 다음에 색띠가 웨이퍼의 정 

중앙에 원으로 나타나면 진공 척에 의한 웨이퍼의 굴곡이다. 끝으로 색띠가 웨

이퍼의 중심으로부터 임의의 방사선으로 나타나면 감광제 속의 기포가 원인이

다. 스핀너에서 펌프로 감광제를 용기로부터 퍼 올리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감광제를 떨어뜨린 다음 3~5 초 정도 기다려 가모강제가 잘 

퍼진 다음 스핀하는 것이 좋다.

다. 향

4,500 ~ 8,000Å을 쓸 때는 500Å정도는 괜찮다. 500Å을 초과할 때는 얇은 
감광막 이 과다 노출되기 때문에 상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

2.스피드 보트(speed boat)

가. 현상

부채 모양의 색띠가  어느 한 점에서 바깥쪽으로 마치 모터보트의 항적처럼 퍼

져 나타난다.

나. 원인

불순물,칩 가루, 혹은 에피 스파이크 등이 감광제가 원심력에 의해 퍼지는 것을 

방해하 는 경우에 생긴다. 즉, 오염물 앞에는 감광제가 쌓이고 그 뒤에는 상당

히 얇아져 색띠가 나타난다.

다. 향

얇아진 감광제 상이 웨이퍼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에멀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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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는 버려야 하고 경질 마스크는 세척 후 코팅해야 한다.

3. 오렌지 껍질(orange peel)

가. 현상

현상 후에 오렌지 껍질 같은 반점이 나타난다. 이 반점은 밝은 부분으로 둘러싸

인 어둡고 작은 원인데, 현미경의 초점을 잘 맞추어야 볼 수 있다.

나. 원인

이것은 노출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과소 노출의 네 가지 원인은, 노출 에너지

의 부족, 너무 두꺼운 감광막, 소프트 베이크 정도의 부족, 정상파 현상 등이다. 

노출 에너지의 부족은 조도를 잘못 일거나 조사시간을 잘못 설정한 데 기인하

며, 집광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도 고려될 수 있다. 감광막이 너무 두꺼우면 

충분히 조사되지 못해서, 감광막 두께가 현상액의 여향으로 얇아질 수 있다. 한

편, 소프트 베이크 때 열이 부족하면, 용제가남아서 다중체 사슬을 분리시켜 상

호 연결을 막기도 한다. 끝으로 정상파 현상은, 반사파 때문에 상쇄 현상을 일으

켜 조사된 부분이 조사되지 않은 부분과 샌드위치 현상을 일으킨다.

다. 향

두께가 얇아지고, 핀 홀이 나타난다. 또한 스텝 커버리지도 나빠지며, 감광막의 

파열도 생긴다. 과소 노출이 심하면, 색띠가 나타나며 부착력도 나빠진다. 심할 

경우 재작업을 필요로 한다.

4. 스컴(scum)

가. 현상

현상한 후 감광막이 없어져야 할 부분에 빛을 받은 감광막이 남아 있게 되면 이 

조각은 조사된 감광막 패턴을 따라 나타나는데, 균일하고 얇은 감광막을 형성한

다. 이는 현상검사에서는 안 나타나며, 식각 후에 나타나게 된다.

나. 원인

공기 중의 오존 또는 산화 질소와의 반응과 과도한 소프트 베이크 등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스컴의 정도는 대기 중의 오염물 농도와 감광제 스핀과 현상 사이

의 시간에 달려있다. 따라서, 질소 분위기에서 굽고, 스핀과 현상 사이의 시간

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컴은 웨이퍼 전면에 걸쳐 균일하기 때문

에 보이지 않는다.

다. 향

식각을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방해한다. 눈에 보이는 정도의 스컴 현상을 

나타낸 웨이퍼는 재작업을 해야 한다.

5.접촉 불량

가. 현상

접촉의 불량은, 감광막 현상이 불충분하여 현상된 부분이 좁아졌거나 닫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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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증거이다 전형적으로 감광막 패턴의 가장자리의 정의가 불분명하며, 현

상으로 없어진 사각형은 철십자(iron cross)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조사된 

감광막 패턴의 모서리에서돌출하며, 모서리를 톱니 모양으로 보이게 한다.

나. 원인

보통 접촉의 불량은 노출될 때 마스크와 웨이퍼가 분리되어 그림자 현상을 일으

켜서 불투명한 부분에 부분적 조사가 되어 일어난다. 만일, 모든 웨이퍼가 전체

적으로 접촉 불 량이면, 노출 시스템의 잘못에 의한 과다 노출이 원인이다. 모든 

웨이퍼가 중심에서만 불량을 보이는 것은 마스크 휨의 조절을 위한 질소의 압

력이 너무 높음을 나타내며, 이로부터 마스ㅡ 힘이 정도를 벗어남을 알 수 있다. 

불량이 몇몇 웨이퍼에서만 나타난다. 면, 마스크 자체에 입자가 붙어 있어 착

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웨이퍼에서 불규칙적으로 불량이 나타나면 웨

이퍼에 오염이 있는 경우이다.

다. 향

접촉 불량의 향은 현상할 때 없어질 부분의 크기를 줄이고 감광막 패턴의 크

기를 늘이는 것이 된다. 또한, 임계 치수를 사양 이내로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

해진다.

6.감광막의 산화

가. 현상

감광막이 심하게 과소 노출되면 색띠가 육안으로 보이게 된다. 알루미늄 웨이퍼

에서는 본딩 패드 등의 넓은 지역에서 색띠가 보인다. 현상된 막이 사양보다 얇

아져서 스텝 커 버리지가 나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전부 없어지기도 한다.

나. 원인

이는 음성 감광제를 사용할 때만 나타나는데, 원인은 노출 중의 불충분한 질소 

세척 때문이다. 노출 중에 공기 중의 산소와 감응제와의 반응으로 상호 연결이 

불충분하게 된다. 산소 농도의 변화로 한 웨이퍼 위에서도 감광막의 두께가 불

균일하게 된다.

다. 향

현상할 때 전체 감광막 두께가 크게 줄어들어 식각 중에 감광막이 깨어질 수 있

다.

7. 현상 불량

가. 현상

현상으로 없어진 부분의 가장자리 주위에 밝은 필드 마스크(clear field mask)를 

사용할 때 청색 할로(blue halo)로서 나타난다. 어두운 필드 마스크(dark field 

mask) 사용시에는 노출된 감광막과 막 사이에 현상이 덜 된 감광막이 남아서 

보인다. 이는 현상된 감광막 아래에 조각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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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현상과는 구별된다.

나. 원인

현상 불량은 현상액이나 세척액의 부족으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세척을 덜하게 

되면, 감광제가 포함된 현상액이 현상으로 감광막이 제거된 지역에 퍼져서 감광

막이 다시 퍼 지게 되어 청색 할로가 형성된다. 보통, 현상과 세척 사이에는 

중복을 약간 시킨다.

다. 향

현상의 불량은 없어져야 할 부분에 감광막을 남기게 된다. 비록 이 원하지 않는 

감광막 이 얇더라도 식각을 방해하여 막이 제거되어야 할 부분을 좁히게 된다.

8. 마스크 런 아웃(mask run-out)

가. 현상

한 마스크 레벨과 다른 마스크 레벨과의 정렬이 잘못된 것으로서, 양쪽 방향으

로 잘못 정렬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잘못 정렬되는 것과는 구별된

다.

나. 원인

웨이퍼의 뒤틀림, 마스크와 웨이퍼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오염물의 존재, 마스크 

제작시 에 마스크가 불균일하게 구부러진 데 원인이 있다.

다. 향

런 아웃이 있는 마스크를 정렬할 때에는 X 및 Y 방향의 차이를 양쪽으로 나눈

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정렬을 할 수 있다. 정렬은 웨이퍼의 가장자리로 갈

수록 나빠진다.

   기판이 다르면 빛의 반사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열 산화막과 다결정 실리콘

에 대한 노출 에너지 곡선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빛의 반사에 의하여 문제가 되는 경

우, 즉 감광막 공정만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자외선 광원은 3,340Å, 3,650Å, 4,040Å  등에서 피크를 가진다. 각 감광막은 특정한 
파장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데 Waycoat HR 감광막은 3650Å에 가장 민감하다. 단일 
파장의 빛이 감광막에 조사되면 정상파(standing wave)를 형성하게 되어 상의 형성이나 

감광막의 부착에 향을 주게 된다.

   산화막이 입혀진 웨이퍼에 빛이 들어오면 빛은 감광막과 산화막 층을 지나 실리콘 

면에서 반사가 된다. 굴절율의 차로 각 경계면에서 약간씩 반사가 되는데, 굴절율이 비

슷한 감광막(1.55)과 산화막(1.47) 사이에서는 별로 반사가 안된다. 따라서 간섭 현상은 

공기와 감광막의 경계면에서 반사되지 않고 감광막으로 들어온 빛과 실리콘과 산화막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과의 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빛의 파장에 따라 이 두 성분의 빛은 

상쇄 혹은 보강의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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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의 Ilten과 Patel 감광막에서의 정상파에 관하여 보고하 다. Fig.38에서 입사광

이 실리콘 표면에 직각으로 입사하고 100% 반사를 한다고 가정하고, 입사파와 반사파가 

간섭한 후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세 가지 경우를 도시하 다.

Fig. 38 Si/SiO2 경계면에서100%를 가정하 을 때 SiO2와 감광막에서 일어나는 

간섭현상

  A의 경우는 입사파가 Si/SiO2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와 최대로 보강되는 경우로 

SiO2/PR 경계면에 입사파와 반사파가 같이 노드(node)가 올 때이다. B의 경우는 입사파

와 반사파가 간섭하여 빛의 세기가 이 되는 것이고, C의 경우는 입사파와 반사파가 

간섭하여 부분적으로 빛의 세기가 A의 경우보다 적어지는 것이다. 세 경우 모두 

Si/SiO2 경계면에서 입사광에 대하여 반사광은 180˚위상차를 가진다. 이는 굴절률이 작

은 매질에서 입사하여 큰 매질에서 반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상파가 감광막에 주는 향은 Si/SiO2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함수이다.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반사광의 반사계수 R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 =






n2− n1
n2 + n1

2

                                   (2)

   파장 3650Å인 빛에 대하여 SiO2의 굴절률이 1.5이고 Si의 굴절률이 5.4이므로 R=0.3
이 되어 약 30% 입사광이 반사하게 되며 이 정도의 세기는 감광막의 노출에 충분히 

향을 주게 된다.

   Si/SiO2 경계면에서 정상파가 생기는 곳까지의 거리 d는 m이 정수일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d =
(m+ 1/2 )λ

2n1
                                  (3)

   빛의 파장이 3650Å일 때 빛의 세기의 최대와 최소 사이의 거리는 608Å이며 SiO2의 
두께가 608Å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정상파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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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9는 같은 노출에너지를 주었을 때 정상파 현상에 의하여 B의 경우는 감광막이 

부분적으로 노출이 충분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A는 보강 간섭의 경우인데, 빛의 세

기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빛의 강도가 가장 낮은 a, b, c에서도 충분히 감광시킬 수 있

음을 보여준다. B는 상쇄 간섭의 경우인데, d, e, f에서는 빛의 강도가 감광막의 다중화

를 위한 최소 광량 Imin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정상파 현상은 과소 노출을 초래한다. 부분적인 제거로 인하여 오렌지 껍질 현

상을 초래하고, 산화막과의 경계면에서는 부착력이 나빠져 전부 날아가 버리기도 한다. 

여러 색의 할로가 나타나기도 하며, 과소 노출된 감광막에 현상액이 스며들어 감광막이 

손실되기도 해서 색띠를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파를 형성하는 산화막 두께를 

피하는 것이 좋으나, 때로는 정상파를 이용하여 더 좋은 상을 얻기도 한다. 전반적인 

MOS 소자에 쓰이는 게이트 산화막 두께는 두꺼워야 약 1,000Å인데, 약간의 정상파를 
만들지만 특별한 노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상파가 있는 경우, 조사시간을 충분히 

늘려주어야 한다. 만일 감광막이 일어나게 된다면 경계면에서 빛의 강도가 감광막이 필

요한 빛의 강도의 최소치보다 크도록 감광막의 두께를 조절해야 한다.

Fig. 39 감광막에서의 빛의 세기

   감광막이 다결정 실리콘 막에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위의 산화막을 키우는 것이 보

통인데, 이 산화막은 감광막의 접착성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식각에 대한 다결정 실리

콘의 마스크로도 작용한다. 이 산화막은 보통 500 ~ 1,100Å이다. 약 1,100Å에서 정상파
가 형성되는데, 이때 다른 점은 산화막에 청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광막은 

약간 과소 노출되고, 감광막 패턴의 가장자리는 꼬불꼬불한 선으로 보인다. 9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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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의 산화막을 마스크로 사용하면 정상파는 생기지 않으나, 그 대신 적외선으로 하드 
베이크할 때 과소 노출된 감광막이 흘러 청색 할로를 형성할 수도 있다. 또, 가장자리가 

잘 정의되지 않으면 확연한 청색 경계가 나타난다. 그런데, 대류형 오븐이 이러한 현상

을 막아주기도 한다 [31].

   식각 도중 심할 경우 1.7 ~ 2.0µm의 산화막 스텝을 식각하기도 하는데, 식각 용액의 

특성 때문에 스텝은 보통 60 ~ 70˚의 경사를 갖는다. 그 위에 증착된 알루미늄은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으며 Fig. 39에서와 같이 스텝에서 옆으로 빛을 반사한다. 따라서 감광

막 선폭이 넓어지고 선에 수직 방향으로 스파이크가 형성된다. 이런 문제의 첫 번째 해

결 방법은 알루미늄 선폭의 가장자리가 산화막 스텝에 있지 않도록 레이아웃 설계를 하

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조사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인데, 노출 시간을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소프트 베이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알루미늄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 쓰이는데 불충분하 다중화로 인해 감광막의 접착성이 줄기도 

한다. 따라서 에너지는 매우 좁은 역에서만 조절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알루미늄

의 반사 계수를 바꾸는 방법이다. 알루미늄의 표면을 거칠게 하는 방법으로는 고온에서 

증착시키는 방법이 좋은데, 이러한 우유빛 알루미늄 위에 도포된 감광막은 갈색으로 보

인다.

   가장 적합한 감광막을 선택하는 방법은, 정상보다 2~3배 되는 에너지를 조사해서 알

루미늄 선폭이 마스크에 가장 비슷한 크기를 가지는 감광막을 고르는 방법이다. 반도체 

공정에서의 양성 감광막의 우수성은 알루미늄의 마스크 공정에서 나타나는데, 노출된 

감광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광막의 스파이크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빛의 

반사로 감광막의 선폭이 좁아지는 경향은 있다. 노출되지 않은 감광막도 약간은 현상액

에 녹기 때문에 선폭은 더 줄어든다. 결국 감광막의 상은 마스크 길이보다 4~5µm 정도 

좁아질 수 있다.

Fig. 40 알루미늄 경사면에서의 빛의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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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적외선 베이크

   최근에 빠르고 자동화된 베이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적외선 시스템이 그 대

표적 예가 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몇몇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오븐의 구조, 조정 및 적외선이 웨이퍼 온도에 미치는 향과 

이 공정을 설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진 마스크 공정에 쓰이는 굽는 방법은 크게 전도, 대류 및 적외선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뜨거운 판(hot plate) 위에서 하는 전도형 베이크는 청결성과 생산성 때문에 지

금은 쓰이지 않는다. 한편, 대류형 베이크는 보통 공기나 질소 혹은 진공 상태로 오븐에

서 행해지는데, 이 방법은 오븐을 여닫을 때 온도가 정상으로 되려면 10~20분이 걸려 

비효율적이다. 실리콘 웨이퍼에 직접 에너지를 전해서 경계면부터 건조시키는 적외선 

방법은, 캐리어에 담겨지지 않고 또 질량에 대한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웨이퍼가 거의 

순간적으로 가열된다. 소프트 베이크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류형 베이크가 15분 이상인

데 비해 적외선 방법은 40초~4분이 걸린다.

   적외선 에너지는 0.75µm~300µm의 파장을 가지는데, 알루미늄 박막은 긴 파장을 잘 

흡수하는 등 표면에 흡수하는 율이 다르다. 대부분의 적외선 소스는 여러 파장의 합으

로 되어 있는데 소스의 형태와 온도가 방사 에너지 분포에 크게 향을 끼친다. 보통의 

백색 표면은 파장이 길어질수록 흡수율도 증가한다. 이런 사실을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 10. 열원과 방사 에너지

   Shipley 회사에서는 적외선 베이크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고 

결론 지었다.

가. 히터에의 전압 압력

정전압을 유지하기 위해 정전압 전원을 쓰거나 열전대를 이용한 온도 조절기를 

쓴다.

나. 판넬에서 웨이퍼까지의 거리

이는 오븐이 설치될 때 미리 결정되는데 베이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통 가까

source
temperature

(˚C)

radiant energy (%) White surface 

absorption (%)0~1µm 2~6µm >6µm

IR lamp

wire

tubular heater

pyrex panel

2,200

700

600

300

60

5

5

0

35

65

60

35

5

30

35

65

30

7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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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된다.

다. 콘베이어 속도

웨이퍼가 피크 온도에 도달했을 때, 열을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같은 평형 상태

에 들어간다. 보통 콘베이어 속도는 온도 조절보다는 생산량에 의해 조절된다.

라. 분위기 온도

음성 감광막을 쓸 때에는 질소 분위기가 좋다. 어떤 경우에나 오븐은 배기되고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용제를 가진 공기가 감광막의 상층에 얇은 막

을 형성시켜 적외선 베이크의 장점을 줄이는데, 해결 방법은 용제가 생기는 대

로 없애주는 것이다.

   웨이퍼가 확산, 산화 및 금속 증착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적외선 에너지의 흡수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웨이퍼의 최대 온도도 달라져서 각 공정마다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Fig.41에 이들 웨이퍼에 따른 온도 프로파일이 예시되어 있다.

   확산된 웨이퍼는 적외선 흡수율이 커서 높은 온도에 도달되는 반면, 알루미늄 웨이퍼

는 반사가 심해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적외선이 소프트 베이크에 쓰일 때

는 확산된 웨이퍼의 일부분이 열적으로 노출이 되어 과다하게 베이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외선이 하드 베이크에 쓰이는 경우에, 확산된 웨이퍼에 감광막의 흐름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한다면 알루미늄 웨이퍼의 온도가 너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의 해결 방

안으로서는 두개의 적외선 오븐, 즉 확산된 웨이퍼를 위한 오븐과 기타를 위한 오븐을 

쓰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안은 확산시키지 않는 웨이퍼와 금속을 입힌 웨이퍼를 대

류형 오븐에 쓰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적외선처럼 많은 웨이퍼를 가열하는 것이 

가능한 오븐을 쓰는 방법이 있다.

Fig. 41 적외선 오븐의 온도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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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퍼의 실제 온도를 재는 것은 열전대의 향으로 무척 힘들다. 공정 조건을 정하

는 첫 번째 과정은 필요한 처리량과 콘베이어 속도를 맞추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오븐에 

흐르는 분위기 가스의 흐름을 설정한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온도에서 공정하여 하드 

베이크에서는 감광막의 흐름이 일어나는 온도를 찾고, 소프트 베이크에서는 열에 의한 

다중화 온도를 찾는다. 웨이퍼에 부착된 열전대를 설정할 때에는 상대 온도를 읽도록 

한다. 하드 베이크 온도는 앞서 말한 감광막이 흐르는 온도보다 10˚C 아래를 가리키게 

하고, 소프트 베이크 온도는 마스크와 웨이퍼가 붙는 것과 열에 의한 다중화 오도의 중

간쯤을 가리키게 한다. 오븐의 온도 일정 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전대가 이점을 가

리키도록 한다. 온도 일정 역은 온도조절과 판넬 높이를 조절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마지막 과정은 공정을 테스트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두께의 감광막을 입힌 웨이퍼

를 하드 베이크하여 임계 치수가 변했는가를 살핀다. 웨이퍼 몇 장을 최악의 경우로 감

광막을 흐르게 한 후 확인한다. 소프트 베이크를 검사를 할 때에는 여러 두께의 감광막

에 대해 마스크와 웨이퍼가 달라붙는가를 검사한다. 또한 식각 과장을 통해서 열에 의

한 다중화가 일어나는가를 검사한다.

 6.  습식식각

   습식 식각(wet etch)에 있어서 무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판이 있다는 점과 가역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는 습식 화학 식각 공정 및 이에 따르는 필수적인 기술

을 논한다.

   약산의 식각률은 용액의 pH값에 의해 변한다. 불산 같은 경우는 F
-
이온이 쓰이고 H

+

이온이 남는데 이 H
+
에 의한 pH의 변화가 식각률에 향을 준다. 이 때 암모니움 불화

물 등을 섞어주면 NH4
+
와 F

-
이온이 생성되는데 이 새로 생긴 F

-
이온이 소모된 F

-
이온

을 대신해서 pH값을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33].

(1) HF → H
+
 + F

-

F-이 소모되면 과잉 H+가 pH를 낮춘다.

(2)NH4F → NH4
+
 + F

-

과잉 F
-
이온이 생성되어 pH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식각의 종말점(end point)이란 식각 요액이 산화막으로 들어가 실리콘 기판을 노출시

키는 시간으로서, 식각의 종말점을 알아내는 것이 식각률보다 더욱 중요하다. Fig.42에 

식각 도중에 일어나는 식각 단면이 나타나 있다. 식각할 때에는 수평 식각도 일어나는

데 감광막의 접착력이 좋은 경우에는 수평 식각의 길이가 산화막의 깊이와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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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식각이 되는 경우, 수평 식각이 심해져 식각된 상이 감광막 패턴보다 작아지게 된

다.

Fig .42 에치 단면

  만일 층의 두께나 식각 시간, 식각 온도의 조절이 가능하다면 미리 결정된 시간동안 

식각을 행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변수를 잘 조절해서 언더컷 없이 원하는 만큼 식각

할 수 있어야 한다. 식각 정도를 알아내는 한 방법은 식각 도중 세척이나 건조를 시키

지 않고 보는 방법이다. 알루미늄이나 다결정 실리콘은 식각이 다 되면 기판색이 들어

나기 때문에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산화막은 물과 잘 접촉하는 친수성

(hydrophilic)이고 실리콘은 물이 잘 안 붙는 소수성(hydrophobic)이다. 따라서 식각이 

잘 되었나 보기 위해서는 15초 간격으로 꺼내서 물이 묻는 정도를 보면 된다. 현미경 

하에서도 질소를 불어서 물이 물방울을 형성하는지를 보면 된다. 산화물이 남아 있으면 

수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50~100Å의 산화막의 존재까지도 알아낼 수 있
다.

   열적으로 키운 산화막은 HF와 NH4F의 용액에서 식각하는데 식각률은 두 식각 용액

의 비로 결정된다. 보통 NH4F : HF가 6:1 또는 7:1인 용액을 쓰는데 22~30˚C에서 

800~1,000Å/min의 식각률을 가진다.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SiO2 + 4HF → SiF4 + 2H2O

   확산에 앞선 웨이퍼 세척을 포함하여 조심스러운 식각을 할 때에는 NH4F : HF가 

10:1의 용액을 쓰기도 한다. 식각률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섞기도 하는데, 그 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SiO2 + 4HF ⇆ SiF4 + 2H2O

    이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반응은 물을 많이 넣을수록 촉

진된다. 스크라이브 선 역에는 식각이 다 되면 물이 묻지 않게 된다.

    열분해에 의해 증착된 산화막은 열산화막에 비하여 도가 낮아 식각률이 25%정도 

빠르다. 그러나 종말점의 결정은 열산화막 식각 때와 같다.

    PSG는 낮은 온도에서 인을 도핑한 산화막으로서 보통 절연층과 보호층으로 쓰인

다. 이는 인의 양에 따라 식각률이 결정된다. 다결정 실리콘 위의 절연층으로 쓰일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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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통 7 : 1 불산 용액을 쓰는데, 실리콘이나 다결정 실리콘에 접촉을 내기 때문에 종

말점 결정은 열산화막과 같다. 인의 농도가 막의 위와 아래가 다르고, 또 인을 도핑한 

산화막은 도핑하지 않은 산화막보다 식각이 빨리 되기 때문에 PSG는 보통 1µm 두께를 

식각하는데 1~2µm 수평 식각이 일어난다. 보호층으로 쓰일 때에는 알루미늄 선 위에 

PSG를 얹는데, 이 산화막을 식각할 때에는 알루미늄을 보호하기 위해 HF 완충용액

(H2O : CH3COOH : NH4F = 6: 5: 1)을 쓴다. 이 때 종말점은 보이지 않으며, 마스크 레

벨이 문제가 되지 않는 마지막 단계로 pad를 여는 과정이므로 다소 과다 식각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실리콘 질화막의 식각 용액은 155˚C의 인산인데, 감광막이 그 온도에서 견딜 수 없

기 때문에 마스크로서 산화막을 형성시킨다. 감광막으로 산화막을 정의한 후 감광막을 

제거하고 30~60분 동안 질화 실리콘을 제거한다. 인산은 웨이퍼를 오염시키고 또 점성

이 높아 세척할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으로 반응한다. 여기서 K는 이온화 상수이다.

H3PO4 ⇆  H
+
 + H2PO4

-
 , K = 7.5 10

-3

H2PO4
-
 ⇆  H

+
 + H2PO4

-2
 , K = 6.2 10

-8

H2PO4
-2
 ⇆  H

+
 + H2PO4

-3
 , K = 1.7 10

-12

   이온이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세척에 어려움이 많다. 오염을 방지하기위

해 테플론 캐리어와 석  보트를 쓴다. Si3N4의 식각률은 인산의 구성에 크게 향을 받

는데, 특히 인산의 수분 함량이 Si3N4와 SiO2의 식각률에 향을 준다. Si3N4는 수분이 

감소하면 비등점이 155˚C 이상으로 올라가 식각률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SiO2는 더 빨

리 식각된다. 전형적 식각 공정의 한 예는 2,000ml의 통에 매일 200ml의 물을 첨가한다. 

이렇게 하면 비등점이 155˚C 로서 40Å/min의 식각률을 유지한다. 식각하는 동안 누에 
띄는 종말점은 없다. 인산의 점성이 너무 커서 물을 떼어내지는 못하지만 100% 과다 식

각이 되더라도 언더컷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질화막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15분 정

도 과다 식각을 한다.

   다결정 실리콘도 질화막처럼 감광막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500~1,000Å의 열산화막
을 만들어 다결정 실리콘의 식각 마스크로 쓴다. 먼저 감광막을 현상한 후 HF로 산화막

을 정의하고, 감광막을 제거한 후 다결정 실리콘을 정의한다. 이 때 감광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감광막이 일어나서 다른 곳에 붙어 다결정 실리콘의 식각을 방해하기도 한다. 

다결정 실리콘은 질산, 초산, 불산으로 식각되는데, 그 비는 식각할 다결정 실리콘의 두

께와 식각률에 크게 의존한다. 보통 HNO3 : HC2H3O2 : HF = 20: 20 :1 ~ 200: 80: 1까

지 쓴다. 식각 기구를 보면 먼저 질산으로 실리콘을 산화한 후 불산으로 생성된 산화막

을 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각률을 결정하는 것은 불산이 된다. 초산은 단지 희석제

이며, 물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러나 초산이 산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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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를 흔들어 주지 않으면 반응열이 식각률을 부분적으로 촉진시키기도 한다. 도핑이 

되지 않은 다결정 실리콘은 웨이퍼를 흔들어줄 경우 언더컷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식각

하기가 쉽다. 도핑된 다결정 실리콘은 약 2배 가량 식각이 빨리 된다. 보통 4,000Å의 
식각에 0.4~0.5µm의 언더컷이 생긴다. 식각의 종말점은 잘 보인다. 예컨데, 다결정 실리

콘이 게이트 산화막 위에 화학기상증착된 후 식각하면 식각이 진행됨에 따라 다결정 실

리콘 막에 적색과 녹색의 색띠가 형성된다. 식각이 끝나면 처음 본 게이트 산화막의 색

이 보인다. 다결정 실리콘 박막 두께의 차이로 인해 웨이퍼의 가장자리가 빨리 식각된

다.

   회로의 연결을 위해 7,000 ~ 15,000 Å의 알루미늄 막이 증착된다. 식각은 H3PO4: 
HNO3: HC2H3O2: H2O = 80: 5: 5 :10으로 한다. 질산이 산화 알루미늄 막을 형성하면 인

산이 식각을 한다. 물은 식각 용액의 점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초산의 정확하한 역할

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각의 최적 온도는 40 ~ 50˚C가 된다 [35].

   식각하는 동안 수소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알루미늄 표면에 맺힌 기포가 식

각을 방해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눈덩이(snowball) 같은 식각되지 않은 알루미늄을 남긴

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 웨이퍼를 식각 용액으로 넣었다 뺏다 하거나 표면 장력을 줄이

거나 또는 용액을 표면에 퍼지게 하는 시약을 넣는다.

   식각의 종말점은 쉽게 보인다. 흰색의 알루미늄 막은 식각됨에 따라 어둡게 변하는

데, 이러한 색의 변화는 식각의 종말점에서 일어나며 15 ~ 20초를 넘지 않는다. 부분적

으로 색변화가 일어나면 알루미늄 막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통 15초의 과도 

식각을 해준다. 알루미늄은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언더컷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매

우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식각 용액에 관하여 정리하면 표11과 같다.

표 11. 식각 용액과 식각 온도

substrate etch solution
temperature 

(˚C)
end point

1. SiO2

2. pyrolytic oxide

3. PSG

   ∙insulator

   ∙passivation

4. Si3N4

5. Poly-silicon

   ∙doped

   ∙undoped

6. Al

7 NH4F : 1 HF

7 NH4 : 1 HF

7 NH4F : 1 HF

6 H2O : 5 HC2H3O2 : 1 NH4F

H3PO4

200 HNO3 : 80 HC2H3O2 : 1 HF

200 HNO3 : 80 HC2H3O2 : 1 HF

80 H3PO4 : 5 HNO3 : 5HC2H3O2 :10 H2O

22

22

22

22

155

22

22

45~50

sheet-off

sheet-off

sheet-off

none

none

color

change

color

change

col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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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식식각과 특수식각

   건식 식각 공정에 관련된 장비 기술이 상당히 진보하여 이제는 여러 형태의 기판을 

습식 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플라즈마 

시스템은 실리콘 질화막, 다결정 실리콘, 그리고 실리콘 산화막을 식각할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은 눈덩이가 생기지 않고 감광막이 일어나지 않게 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의 식각 기술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습식 식각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되는 특별한 공정 방법을 다룬다.

   플라즈마 식각은 완전한 건식 식각(dry etch)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 플라즈마 가스

는 전기적 파괴에 의해 생성되며 가스의 종류에 따라 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

다. 식각될 웨이퍼는 석  보트에 넣어져 반응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진공 상태로 된다. 

반응실은 CF4와 같은 특수 기체로 채워지며 적은 양의 산소도 첨가된다. 식각은 RF 에

너지를 기체 혼합물에 가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이것은 매우 반응력이 강한 불소화물이 

분리되어 나오게 한다. 불소는 거의 대부분의 실리콘 화합물과 반응한다. 식각 방정식은 

식각되는 실리콘 화합물에 관계없이 비슷한데,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

다. SiO2, Si 및 Si3N4에 대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SiO2  +  [O/F ]  → [   
SiF4
SiOF2
Si2OF6

]  +   O2 +  F2  +   CO2 +   H2O

Si +  [O/F ]  → [   
SiF4
SiOF2
Si2OF6

]  +   O2 +  F2  +   CO2 

Si3N4 +  [O/F ]  → [   
SiF4
SiOF2
Si2OF6

]  +   O2 +  F2CO2 +   H2O

   식각 후의 반응 물질은 모두 기체 상태이므로 보통의 진공 펌프로 쉽게 바깥으로 빨

려 나간다. 플라즈마 시스템의 식각률은 열 변수와 관계가 있다. 실리콘 화합물의 전형

적인 식각률은 표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합물에 포함된 실리콘의 무게비의 함수이다. 

플라즈마를 방생하는데 사용되는 RF 전력은 기판의 온도와 식각률에 향을 미친다. 

Fig.42, 43 및 44의 곡선은 역적으로 생성된 실리콘 산화막의 식각의 경우이다.

   높은 RF 전력의 경우, 식각률은 반응실 안의 반응 압력의 함수이다. 또한 식각률은 

한번에 식각되는 웨이퍼의 수 및 웨이퍼와 웨이퍼의 간격에 따라 변한다. 가열이 균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나 자외선 방사 손상은 반응실 안에 구멍이 뚫린 금속 실린더를 장

치하여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은 RF 전력을 단락시키고 이온화된 입자의 농도를 감소시

켜 웨이퍼 주위에 반응력이 강한 중성 물질이 존재하게 하여 식각이 더 일정하게 일어

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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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실리콘 화합물의 식각률

   플라즈마는 80년대 초까지는 실리콘 질화막을 식각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

은 식각이 완전히 되기까지 30~40분이 걸리는 150~180˚C의 인산 용액을 이용하는 습식 

식각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이퍼 20장이 한 뱃치인 경우, 식각 시간은 플라즈마

를 사용할 경우 보통 10분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인산에서 생길 수 있는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만약 반응 온도를 낮추면 실리콘 질화막은 감광막을 마스크 물질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고온의 인산 식각시 감광막 대신에 사용하는 마스크 산화막의 형성 과정을 

없앨 수 있다. 다결정 실리콘을 식각할 때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왜냐

하면, 플라즈마 식각은 식각률이 높아서 조절하기 어려운 반면 습식 식각은 간단히 수

행되기 때문이다. 열 산화막의 플라즈마 식각은 식각률이 낮고 식각의 종말점을 찾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3µm 이하의 패턴을 식각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설계기준이 2µm  이하로 내려오면서 거의 모든 식각은 건식 식각에 의존하게 되었다 

[36].

   

Fig. 43 RF 전력에 대한 기판의 온도

silicon compound silicon weight (%) relative etch rate

thermal oxide 47% 1.0

silicon nitride 60% 4.0

poly-silicon 100%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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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RF 전력에 대한 산화막 식각률

Fig. 45 가스압력에 대한 산화막 식각률

플라즈마 식각의 단점 중의 하나는 에치 반응실에 있는 전하가 MOS 소자를 파괴하기

도 한다는 것이다. 식각률은 웨이퍼 사이의 간격 때문에 웨이퍼의 가운데보다 가장자리

에서 크다. 또, 감광막은 플라즈마 식각 작용에 의해 딱딱해져서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플라즈마 시스템은 감광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각이 끝

난 뒤 CF4 기체 혼합물을 순수한 산소로 바꾸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감광막은 산화되어 

탄산 가스와 수증기로 되면서 제거된다. 이 반응은 소자에 더 많은 전하를 주지 않도록 

MOS 소자 생산에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각종  건식 식각 공정 조건에 대해서는 다결정 

실리콘인 경우는 표13을, 실리콘 산화막 및 질화막과 알루미늄은 표14를 참조하기 바란

다. 플라즈마 식각과 반응 이온 식각(reactive ion etch, RIE), 그리고 스퍼터링이나 이온 

빔 링(ion beam miling)등의 물리적 식각은 표 15에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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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다결정 실리콘의 건식 식각(STH)

표 14 Si3N4, SiO2 및 Al의 건식 식각(STH)

   알루미늄 박막이 화학적으로 식각될 때 수소 기포가 발생한다. 이런 기포가 웨이퍼 

표면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식각 안 된 알루미늄이 눈덩이처럼 생기게 된다. 전해 식각 

시스템은 알루미늄 막을 식각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포가 발생하는 문제를 자동

적으로 해결한다. 각각의 웨이퍼는 알루미늄 표면에 접촉하는 집게로 고정되어 특수한 

식각보트에 넣어진다. 식각 용액이나 전해액은 인산이다. 웨이퍼가 식각 탱크에 넣어진 

후 전류가 웨이퍼에서 탱크의 전극으로 흐른다. 이런 방식으로 전류를 흘림으로써 기포

의 형성을 막고 노출된 알루미늄은 식각되어 간다. 전류의 양은 식각 시스템에 의해 감

지된다. 식각이 다 되어 가면 웨이퍼의 표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고립 역을 만든다. 고립 역이 많이 형성될수록 전류의 양이 줄어들어 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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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둔 비율, 보통 원래 전류의 15 ~ 30%에 달하면 식각 시스템은 부자 소리를 낸

다. 그 때 웨이퍼를 전해액에서 꺼내는데 식각 안된 알루미늄은 보통의 습식 식각으로 

끝마무리 식각을 한다. 이런 방법의 알루미늄 식각은 197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가장 큰 

단점은 MOS 소자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MOS 소자에서는 모든 알루미늄 선

이 다 기판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식각 동안에 전기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결과 부분적으로 알루미늄이 식각된 역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

나, 어떤 응용 분야에서는 전해 식각 방법이 효과있는 방법이 된다. 이 방법은 식각 과

정이 끝날 때 자동적으로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식각 시스템이다.

표 15 각종 건식 식각의 비교

   알루미늄의 스프레이 식각은 1974년에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웨이퍼가 든 카셋트

를 자동적으로 식가, 세척하고 말리는 공정을 수행하는데, 웨이퍼가 한번에 하나씩 내려

져서 폴리프로피렌 벨트 위에 올려져서 계속 진행되게 된다. 식각실에는 보통의 습식 

알루미늄 식각 용액을 뿌리는 스프레이 노즐이 달려 있다. 식각 온도와 벨트 속도가 식

각률을 결정하다. 스프레이 방법은 계속 표면에 새로운 용액을 뿌림으로써 기포의 형성

을 막는다. 스프레이의 압력은 감광막이 일어날 만큼 세지는 않아야 한다. 실험에 의하

면 스프레이 식각은 식각시 일어나는 언더컷을 20~25%정도 감소시킨다. 스프레이의 압

력을 변화시키면 식각된 선의 경사를 바꾸어 더 나은 보호막의 커버리지(passivation 

cover)를 얻을 수 있다. 알루미늄 식각의 경우 스프레이 식각 시스템은 쉽게 종말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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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고 웨이퍼의 한 쪽 면만 식각되므로 알루미늄 식각에 적합하다. 건식 식각이 

널리 쓰이기 전에는 스프레이 식각 기술을 실리콘 산화막에까지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산업체에서 스프레이 식각을 산화막 식각에까지 작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말점을 볼 수 없고 웨이퍼 양쪽 면을 식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도체 공정에는 알루미늄 박막에 보통 0.5 ~ 2.0 %정도의 실리콘을 첨가시키는데 

이는 접합에서 알루미늄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불행하게도 Al-Si 합

금은 식각 과정 동안 몇 가지 문제점을 생기게 한다. Al식각 용액은 실리콘을 식가하지 

못하므로 칩 전체에 실리콘의 얇은 막을 형성한다. Al-2% Si 1µm를 식각한 뒤 

1,000~2,000Å의 실리콘 막이 생기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실리콘 박막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웨이퍼는 10~30초 정도 실리콘 식각을 하게 된다. 실리콘의 함유량이 1% 이상 되

면 형성된 막은 식각의 종말점 결정을 방해할 만큼 두껍게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Al-Si 막은 자주 과도 식각이 된다. Westinghouse Electric Co.의 D.S. Herman은, 

알루미늄 식각 용액에 3~4%의 불화수소산을 첨가할 경우 식각 과정 동안 실리콘의 침

전을 제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용액 속에 질산과 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불

화수소산이 실리콘을 식각하게 되는데 밑 바탕의 보호용 유리 절연막을 공격하지 않을 

정도로 묽어야 한다. 이 방법은 종말점을 보는데 더 용이하고 Al-Si을 과도 식각할 위

험을 줄이게 한다.

   동일한 식각 과정을 거치면서 두께가 다른 실리콘 산화막을 식각해야 할 경우가 자

주 있다. 이런 경우는 바이폴라 공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패턴은 

식각하는데 2분이 걸리고 다른 패턴은 4~5분 걸릴 수 있어 언더컷이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언더컷의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도핑된 유리 위에는 감광막이 

오랜 식각 과정 동안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2

단계 식각(two step etch)이 있다.

   식각하기 전에 감광막을 굳게 하고 다중화가 완전히 일어나서 접착도가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드 베이크를 한다. 2단계 식각은 전체 식각 시간의 30~50%만 식각하고 

세척한 뒤 건조 시킨다. 웨이퍼는 감광막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시 하드 베

이크하게 된다. 그 다음 식각 과정을 끝낸다. 2단계 식각의 변형적인 방법이 산화막 표

면에 도핑이 된 경우 실리콘 산화막의 언더컷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산화막의 표면

층은 도핑이 되어 있어 밑층보다 식각이 훨씬 잘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웨

이퍼는 보통의 하드 베이크 과정을 거치고 전체 식각 시간의 25%동안 식각한다. 순수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한다. 웨이퍼는 그 다음 현상할 때와 같이 노멀 부틸 아세테이트

(n-butyl acetate)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은 감광막이 용액에 의해 부드러워지게 

한다. 산화막의 윗 층이 언더컷이 되었으므로 감광막의 가장자리 패턴은 산화막이 식각

된 가장자리를 조금 덮게 된다. 두 번째 하드 베이크가 첫 번째 하드 베이크보다 20~30

˚C 정도 높게 수행될 때 부드러워진 감광막이 Fig. 46에서와 같이 산화막이 식각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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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려 앉아 높게 도핑된 표면층은 식각이 끝날 때까지 감광막에 덮여 있어 언더컷

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하드 베이크의 온도는 감광막이 흘러내리는 온도보다 

큰 온도이므로 세심한 조절이 필요하다. 만약 베이크 시간과 온도가 너무 크다면 감광

막은 내려앉는 대신 녹아서 산화막이 식각된 부위 전체에 차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식

각 시간, 베이크 시간과 온도와 같은 실험 변수는 각각의 마스크 레벨에 대해 자세히 조

사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과정은 산화막 안의 도핑 농도의 구배에 따라 변하기 때

문이다 [37].

Fig. 46 감광막의 흐름을 이용한 언더컷의 줄임

Fig. 47 일반적인 식각과 경사면 식각

   집적 회로를 제작하는 데 더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스텝 커버리지 문제이다. 회

로의 모양 위에 증착된 알루미늄은 매우 얇아서 산화막 계단을 지나가는 부분에서 끊어

질 수 있다. 산화막 계단의 모양은 신뢰도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된다. 식각은 원처럼 

반경을 가지고 둥 게 진해오디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보통의 완충 불화수소산 식각은 

Fig.47의 A와 같이 알루미늄이 덮이기 어려운 부분을 만들게 되나, 경사면 식각은 B와 

같이 스텝 커버리지가 좋게 되도록 한다. 각도가 작을수록 스텝 커버리지가 좋아진다.

   Bell-Northern Research의 J. Lawrence는, 완충 불화수소산 식각의 식각률을 불화 

수소산의 농도에 따라 활성화 조절 또는 확산 조절 형태가 된다는 것을 밝혔다. 즉, 

NH4F :　HF = 10 : 1이나 혹은 더 낮은 완충비(buffering ratio)에서는 식각률이 식각의 

활성화 에너지에 의해 조절되고, NH4F :　HF = 20 : 1이나 더 높은 완충비에서는 산화

막 표면으로 활성화 물질이 확산되는 현상에 의해 조절된다. 식각의 두 가지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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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에 나타내었다. 완충비가 높을수록 θ는 작아진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

험이 행하여 졌는데, 열산화막과 열분해 산화막이 덮힌 웨이퍼가 NH4F :　H2O :HF = 5 

: 4 :1, NH4F :　HF = 20 : 1, NH4F :　HF = 30 : 1에서 각각 식각되었다. 이때, 수평 

방향을 기준으로 측정된 θ의 값은 표16에 나타내었다. 이 값들은 웨이퍼를 여러 장 계

속하여도 반복되는 믿을 만한 것이다. 따라서, 경사면 식각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수

율과 소자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Fig. 48 활성화 조절 식각(a)와 확산 조절 식각(b)

 8.  식각의 문제점

   만약 식각 과정이 완벽하게 수행되었다면 기판에 식각된 상은 감광막 상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식각은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과정

이므로 식각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웨이퍼는 대개 버리게 된다. 따라서, 식각 후에 발생

되는 문제점은 빨리 평가되어 시정되어야 한다. 

   얼룩 식각(mottled etch)은 완전히 식각된 부분에 한 두 개의 부분적으로 식각이 되

지 않은 패턴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심한 경우는 직경 1인치 정도의 면적이 부분적으로

만 식각되기도 한다. 패턴들은 가끔 붉은빛 또는 초록빛을 띄기도 하나 보통 얼룩덜룩

한 청갈색을 띤다. 웨이퍼를 더 식각하면 식각되지 않는 산화막이 부분적으로는 제거되

지만 전체 모두가 제거되지는 않는다. 더 식각하게 되면 얼룩덜룩한 가장자리 둘레에 

색깔을 띤 언더컷이 된 둥근 모양이 생기게 된다.

   얼룩 식각은 보통 시정하기 가장 어려운 식각 문제이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 원인

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두 가지 기구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하나는 식각

시 기포의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패턴에 보이지 않는 감광막이 덮이는 것이다. 식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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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가 형성되는 이유는 표면 장력이 높아 식각될 지역이 젖지 않기 때문이다. 물이 잘 

묻지 않는 감광막은 용액 속에서도 잘 젖지 않으며, 표면 장력이 높은 막을 식각하는 경

우에는 감광막이 제거된 부분에 용액이 덮여 산화막을 끊어낼 부위에 이것을 가리는 기

포가 형성된다. 기포의 가장자리에서는 용액의 식각률이 다른 부분의 식각률보다 작으

므로, 웨이퍼 표면에 느리고 고르지 않은 식각이 수행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에 따라 이 부분에 남아 있는 산화막의 양이 결정된다. 이런 얼룩 식각은 사각형 

모양의 산화막 패턴이 있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패턴의 형태가 기포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얼룩 식각은 각 소자의 같은 산화막 패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기포의 형성

은 식각할 표면의 장력을 낮춤으로써 감광막이 쉽게 젖게 하여 줄일 수 있다. 여러 가

지 종류의 화학 약품이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데, 한 예가 3M 회사의 FC-93이다. 

이 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보통의 완충 불화수소산 식각시의 표면 장력이 부피

의 4%에 해당하는 FC-93을 넣으면 56dyne/cm에서 19dyne/cm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기포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식각 동안 웨이퍼를 흔들어 기포의 

향을 줄일 수 있다.[41]

   얼룩 식각의 두 번째 원인은 알아내기가 더 힘드는데, 이것은 식각시 산화막 패턴을 

덮게 되는 보이지 않는 감광막의 층에 의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두 가

지 기구가 있다. 첫 번째 감광막이 소프트 베이크 온도가 너무 높아서 감광막의 열다중

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프레이 현상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세척되기 때문이

다. 또 감광막이 녹아 있는 현상액이 웨이퍼 상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못할 경우 웨이퍼 

위에서 응결되어 산화막 패턴에도 얇은 감광막을 형성하게 된다. 과도한 소프트 베이크 

온도는 쉽게 알 수 있어 시정될 수 있으나 현상액이 제거되지 못할 경우 웨이퍼 위에서 

응결되어 산화막 패턴에도 얇은 감광막을 형성하게 된다. 과도한 소프트 베이크 온도는 

쉽게 알 수 있어 시정될 수 있으나 현상액이 제거되지 못해 생기는 결과는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원인은 접어두고, 이 현상을 줄여주는 방법으로는 식각하기 전 하드 베

이크 과정을 공기 분위기에서 수행해서 감광막의 얇은 막이 산화되도록 하는 것을 추천

할 수 있다. 또 현상과 세척 과정을 중복하여 세척되기 전에 감광막이 녹아 있는 현상

액이 마르는 현상을 방지한다.

   얼룩 식각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웨이퍼는 버려야 한다. 얼룩 식각이 된 웨이퍼를 

더 식각하게 되면 언더컷이 생기고 크기 조절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언더컷이 허용될 

수 있다면 재식각이 가능하다. 이때, 웨이퍼들은 재식각 전에 하드 베이크 과정을 잠시 

거쳐야 한다. 이것은 감광막의 접착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식각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즉, 이는 재식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흡착된 물분자의 제거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더컷이 일어나는 기구는 앞에서 설명하 다. 간단히 살펴보면, 산화막 식각은 원 모

양으로 넓어져서 실리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된다. 이제 종말점이 지날 때까지 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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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Fig. 49 언더컷과 과도 에칭

   원 모양이 커질수록 감광막 아래의 언더컷이 점점 심해진다. 언더컷이 일어나는 범

위는 감광막이 제거될 때까지 알 수가 없다. 산화막 패턴 가장자리의 모양은 언더컷의 

정도를 나타내는 좋은 척도가 된다. 만약 감광막이 제거된다면 Fig.49의 A, B, C와 같은 

식각 윤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A, B, C로 식각된 산화막 패턴의 가장자리의 모양은 

경사면의 여현인 XA, XB, XC에 따라 다르게 된다. 식각된 경사 부분의 산화막 두께에 

의해 색띠가 생기는데 위에서 보면 산화막 패턴 주위에 검은 띠 같은 것이 보인다. 

Fig.49에서 XA, XB, XC에 비해 검은 띠가 더 넓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기술자는 산화

막 패턴의 가장자리 둘레에 생기는 검은 띠의 넓이로 언더컷이나 과도 식각이 일어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감광막이 일어나는 것은 산화막 패턴의 가장자리 모양에 의해 언더컷과 구별된다. 

즉 산화막 패턴의 색띠가 많다면 감광막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산화막 패턴에 언더컷

이 엇으면 색띠는 검게 형성되지 않는다. 산화막 패턴의 가자자리 경사가 수 µm쯤 되

면 완전한 3개의 색띠가 나타난다. 감광막이 일어나는 것은 감광막과 기판이 완전히 집

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HMDS와 같은 접착을 좋게 하는 물질을 스핀 전에 사

용했다면, 음성 감광막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중 하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어난

다. 즉, 과소 노출이나 웨이퍼 표면의 도핑에 의해 감광막이 일어난다.

   과소 노출은 감광막의 상호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과소 노출된 감광막

에는 현상액이 침투한다. 만약 이 현상이 감광막과 산화막의 경계면에서 일어난다면, 접

착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감광막에서 정상파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 역시 감광

막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즉, 그곳의 감광막은 과소 노출되고 현상액이 침투하게 된

다. 하드 베이크시 감광막의 열 다중화는 과소 노출 때문에 감광막이 일어나는 현상을 

없애준다. 감광막은 높게 도핑된 PSG에는 잘 붙지 않는다. HMDS가 있다고 해도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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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가 높다면 감광막은 벗겨지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인을 산화막 내로 

깊이넣어서 표면의 농도를 낮추거나 PSG 위에 인이 도핑되지 않는 산화마을 얇게 덮는 

것이다. 깊이 확산시키는 방법 외에 높게 도핑된 PSG의 표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인의 도핑 목적을 없애는 결과가 된다. 식각시 접착도를 증가시키

는 좋은 방법으로는 HMDS의 사용, 과도 노출, 하드 베이크시의 열다중화 등을 들 수 

있으나, 인이 높게 도핑된 표면을 다루는 방법은 없다.

   알루미늄 웨이퍼는 앞의 강의에서 설명한 반사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주 과소 노출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눈덩이의 형성을 막기 위해 많이 흔들어야 하는 필요성과 겳

합되어 금속 마스트 레벨 식각과정에서 감광막이 심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감광막

은 보통 껍질처럼 벗겨져 웨이퍼 위의 다른 부분에 다시 붙기도 한다. 식각전 하드 베

이크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 적외선을 이용한 하드 베이크의 경우 알루미늄에 의

해 적외선이 반사되어 웨이퍼가 적당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외선 오븐이 

알루미늄의 경우에만 사용될 때는 적외선 하드 베이크는 대류형 오븐 베이크로 대체되

어야 한다. 과소 노출의 현상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열다중화가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

는 것 역시 중요한 점이다.

   소자 제조가 끝난 뒤 히는 것을 막기 위해 덮여진 PSG는 물, 아세틱 산(acetic 

acid)과 불화 암모늄(ammonium fluoride)을 포함하는 용액에 의해 식각된다. 여기서 불

소 이온인 F
-
가 식각하는 물질이다. 식각 과정 동안에는 식각 용액이 알루미늄을 공격

할 수 있는 pH 역에 들어가게 된다. 즉 식각 용액은 패드의 알루미늄을 완전히 식각

할 만큼 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 있어서는 세척이 매우 중요하다. 두 개의 세

척 용기가 항상 사용되는데 첫 번째 것은 불소의 대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10초 정도 사

용되고, 두 번째 것은 보통의 경우처럼 10분 동안의 세척 과정에 사용된다.

   식각 과정 동안 용액이 알루미늄에 침투하는 현상이 있다. 식각 용액이 전해액 작용

을 하여 웨이퍼의 앞면과 뒷면 사이에 전기 화학적 전지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알루미늄은 패드에서 완전히 식각된다. 접지된 알루미늄 패드는 접지되지 않은 것

에 비해 훨씬 더 빨리 식각된다. 그러므로 각 소자에서, 같은 패드의 위치에서 식각되어 

나타나는 패턴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전기 화학적 전지가 되는 현상은 식각하기 전에 

감광막으로 웨이퍼 뒷면을 덮음으로써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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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감광막의 공정기준

AZ 감광막의 사용 및 제원은 감광막 사용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나온 기준은 음성 및 양성 감광막 모두에 해당된다. 

가. 표면 준비

• 도핑되지 않은 산화막은 오염 물질을 없애고 건조시킨다.

• 도핑된 산화막은 오염 물질을 없애고 건조시킨 후 HMDS 처리를 한다.

• 금속 박막도 도핑된 산화막에 준한 준비를 한다.

•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 스핀 코팅

• 코팅하기 전에 감광막을 0.5µm 필터로 여과한다.

• 기판을 코팅 전에 냉각시킨다.

• 색 무늬가 없어질 때까지 최소한 20초 동안 스핀시킨다.

• 기판, 척, 감광막의 온도는 주위 분위기와 같게 한다.

• 가리개의 크기는 옆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고 세척이 용이할 정도로 만들어져야 한

다.

• 기판과 척은 중심이 맞아야 한다.

• 기판의 평탄도를 검사해야 한다.

• 스핀 속도는 3,000~6,000rpm이 최적이다.

다. 공기 건조

두껍게 코팅된 감광막을 적외선 건조로 소프트 베이크하려면 사전에 10분 정도 공기에

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라. 소프트 베이크

• 청정도와 온도의 균일성이 중요하다.

•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좋다.

• 감시용 벨트는 용제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를 주고, 적외선 램프는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부품은 노출 전에 냉각시킨다.

마. 정렬과 노출

• 광도는 균일해야 한다.

• 시간은 정확해야 한다.

• 접촉형 정렬기의 경우, 진공도를 조사한다.

• 선간 전압, 진공도, 질소 압력 등이 일정해야 한다.

• 광도 보정은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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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노출 시간이 긴 경우를 택한다.

바. 현상

• 스핀, 스프레이 또는 담그는 현상 방법이 쓰인다.

• 현상액의 온도는 1˚C까지 조절한다.

• 현상 시간이 90초 이상인 경우에는 현상액을 교환한다.

• 현상액의 오염을 방지한다.

• 두께 1µm이하의 코팅은 30초 이내에 현상해야 한다.

사. 세척 및 건조

• 현상과 세척 사이의 시간은 짧아야 한다.

• 스핀 건조는 2,000rpm을 넘어서는 안된다.

• 질소 또는 공기층으로 불어서 하는 건조에는 과도한 압력을 피한다.

아. 하드 베이크

• 하드 베이크 후 4시간 이내에 식각한다.

• 가능하면 하드 베이크는 감광막의 열적 변형 온도 이하에서 한다.

자. 식각

건식 식각은 간격이 같게 하고, 습식 식각은 식각 전에 물이 흡수되게 한 후 식각하며 

균일한 식각을 위해 흔들어 준다.

차. 감광막 제거

페놀, 인산염, 금속 이온, 불화물, 크롬이 없는 REMOVER 1112A에서 한다. 이는 독성

이 없다. 용해가 잘 되고 스프레이도 가능해서 쓰기에 편하다.

카. AZ 감광막 화학

1) 조성

• 빛에 감광되는 화합물 : 속도 및 흡수

• 기본 레진 :　저항성, 용해도, 유연성

• 용매 시스템 : 희석 및 코팅 특성

2) 시스템의 용해 속도

• 레진 : 150~200 Å/sec
• 레진 및 감응제 :　5 Å/sec (노출이 안 되었을때)
• 레진 및 감응제 : 1,000~2000Å/sec(노출이 되었을때)
3) 물리적 및 화학적 변화

• 색 : 어둡게 변함

• 가스 발생 : 다이아조(diazo) 질소 방출

• 습도 : 21˚C에서 30% 이상

• 저장 : 15~21˚C에서 용액으로 존재하며 140˚C에서 흐르고 분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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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베이크 : 135˚C이하에서 흐르지는 않고 건조한다.

2.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의 식각 용액

• 알루미늄 H3PO4 80%

HNO3 5%

H2O 15%

• 산화 알루미늄 HF 1단위

HNO3 3단위

• 크롬 Ce(SO4)2 9단위(포화)

HNO3 1단위

• 금 potassium iodine 100ml(포화)

iodine crystal 2g

• 인듐 HNO3 2단위

HCl 1단위

• 망간 HCl 6N

• 몰리브덴 HNO3 1단위

HCl 1단위

H2O 3단위

• 몰리브덴/망간 H2SO4 1단위

HNO3 1단위

H2O 3~5단위

• 니크롬 HCl 4단위

H2O 1단위

• 니오늄 HF 10%

HNO3 70%

H2O 20%

• 팔라디움/금 HNO3 1단위

HF 2단위

H2O 3단위

• 백금 HNO3 1단위

HCl 9단위

H2O 10단위

온도 : 90˚C

• 산화 인듐 HCl(농축)

• 질화 탄탈륨 acetic acid 4.8단위

HNO3 2.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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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0.8단위

• 니크롬 Ce(HSO4)4 2g

H2O 20ml

HNO3 10ml

• SiO2 NH4F(40%) 7단위

HF(48~50%) 1단위

(식각률 : 1,000Å/sec)
• 텅스텐 potassium ferricyanide 200g/l

sodium hydroxide 20~25g/l

sodium oxalate 3~3.5g/l

온도 : 120˚C

• 크롬 Ce(SO4)• 4H2O 400g

H2SO4 50ml

H2O 1,000ml

• 실리콘 HNO3 6단위

HF 1단위

acetic acid 1단위

• 즐코니움/니오비움 latic acid 45단위

HNO3 45단위

HF 8단위

• 크롬 AZ 현상액 650cc

순수 350cc

KMNO4 30g

온도 : 45˚C

(식각률 : 120 Å/sec)
• 유리 HF(70%) 1,200ml

H2SO4(농축) 40ml

glycerine 400ml

• 금 H2O 200ml

KI 340ml

I2 7g

온도 : 50˚C

• SiO2 HF(47%) 22ml

NH4F(40%) 22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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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 726ml

• 은 chromium trioxide 4oz

H2SO4 20ml

H2O 2,000ml

• stacking fault HF 1단위

HNO3 3단위

H2O 12단위

• 텔루리움 HNO3 6N

• 주석 Be ferric chloride

온도 : 36˚C

• 티탄 HF 1단위

H2O 26단위

• 산화철 ferrous chloride 16oz

HCl(농축) 700ml

H2O 350ml

• 니오븀 HNO3 25ml

HCl 75ml

HF 7ml

(식각률 : 25Å/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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