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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dimensional and two dimensional nano patterns were fabricated on a 4-inch substrate by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LIL). Mach-Zehnder interferometer was setup to obtain the interference patterns and adjusted the pattern

sizes with change of incident angle. We could obtain a periodic structure with a period of 440 nm using 266 nm laser,

and demonstrated a pattern size with 293 ± 25 nm over a 4-inch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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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첨단 전자 산업에 있어 나노 스케일의 구조체

제작은 미세한 크기의 나노 구조체와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장비를 요구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 되고 있다[1]. 나노 스케일의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광 리소그래피, 전자-빔

리소그래피, 딥-펜 리소그래피, 간섭 리소그래피 등이

있다. 전자-빔과 딥-펜을 이용한 리소그래피의 경우 높

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가지는 패턴을 제작 할 수 있

지만 고가의 장비비용과 낮은 생산성으로 대량 생산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광 리소그래피의 경우 대면

적 패턴에 적합하지만 미세한 크기의 패턴을 제작하기

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1,2].

간섭 리소그래피는 마스크 없이 주기적인 패턴을 가

지는 나노 구조체를 제작 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비례하여 패턴 크기를 조절시킬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 구축 비용, 짧은 공정 시간과

대면적 나노 패터닝(nano patterning)의 가능성에 따른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간섭 리소그래피는 로이드

미러 방식의 시스템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있다[3].

로이드 미러 간섭계는 공간필터를 지난 빔이 샘플과

수직하게 부착된 거울로 구성된 스테이지에 바로 조사

됨으로써 나노 구조체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

은 스테이지를 회전시킴으로써 별도의 정렬 없이 패턴

의 주기와 크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직

으로 부착된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는 점 때문에 거울

크기의 반만 노광되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2].

본 연구에 구축된 간섭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마하-

젠더(Mach-Zehnder) 간섭계로써 대면적에 주기적인

나노 구조를 제작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1-3]. 두

개 이상의 서로 결맞음이 있는 빛이 간섭 패턴을 만들

고 빛에 감광하는 물질인 감광제가 도포된 기판위에

노광 후 현상을 통해 나노 패턴을 만든다[1-3,6]. 하지

만 렌즈 크기에 구애 받지 않고 나노패턴을 웨이퍼스

케일로 제작 할 수 있는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의 장

점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대면적 기판에 나노패턴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E-mail : memslee@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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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V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기술과 음성 감광제(negative photoresist)를

사용하여 1차원 및 2차원의 패턴을 4인치 기판에 균일

하게 패터닝 하는 리소그래피 공정을 수행하여, 대면적

기판위에 나노 패턴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

면적에 주기적인 나노패턴 구조를 필요로 하는 광학

디바이스 및 나노크기의 몰드 응용에 활용이 될 것이

다[4,7].

2. 실 험

2.1.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간섭효과를 얻기 위해 빔 분리기(beam splitter)에서

분리된 두 개의 빛은 각각 공간 필터를 통과한 후 웨이

퍼 스테이지로 집광하게 된다.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간섭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나노 구조체를 제작할 때

패턴의 주기는 아래 식과 같이 웨이퍼로 입사하는 빛

의 파장(λ)과 각도(θ), 빛이 진행하는 물질의 굴절률(n)

에 의하여 정해진다[2-5,8].

(1)

파장이 일정할 때 주기(P)가 작은 간섭 패턴을 만들

기 위해서는 입사각도가 커지거나 굴절률이 높아야 하

며, 주기가 큰 간섭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사각도

가 작아지거나 굴절률이 작아져야 한다.

2.2. 마하-젠더 간섭 리소그래피 시스템

본 실험은 266 nm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를 마하-젠

더 간섭계에 적용하여 나노 스케일의 구조체를 만들었

다. 레이저는 532 nm 파장(Verdi-V2, Coherent)을 베타

바륨 보레이트(beta-barium borate) 크리스탈로 이차 고

조파를 생성하여(second-harmonic generation, SHG)

266 nm의 파장을 유도하였다(MBD-266, Coherent).

266 nm 파장으로 유도된 빔은 빔 분리기를 통해 두 개

의 빔으로 나뉘어 지게 되고 각 빔 경로에는 공간 필터

를 두었다. 공간 필터를 통과한 빔들은 샘플이 있는 스

테이지에 집광 되도록 설치 하였다. Fig. 1에서 마하-

젠더 방식의 간섭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빔을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대면적 나노 패터닝이 가능한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소형화하여 구축하였다. 레이저

빔 자체의 강도 프로파일(intensity profile)에 있는 마

구잡이 요동(random fluctuation) 등을 제거시키기 위

해 사용된 공간 필터를 초점 거리 5.77 mm, 27 배의

배율을 가진 대물 렌즈(objective lens, Newport) 와 핀

홀(15 µm, thorlab)로 구성하여 고효율의 소형 공간필

터를 구축하였다. 핀홀(pinhole)을 통과한 빔을 구형 빔

(spherical beam)으로 퍼지게 하는 방법과 줄맞춤 렌즈

(collimation lens)를 이용하여 평면파(plane-wave)를 이

용하는것 이 있는데 구형 빔을 이용하는 것이 평면파

를 이용하는 것 보다 노광 균일도(exposure uniformity)

가 좋고 노이즈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또한 구형 빔을 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광학계 없이

노광면적을 거리에 비례하여 넓힐 수 있다. 이렇게 공

간 필터를 대물 렌즈와 핀홀로 구성하여 공간 필터를

통과한 빔이 구형 빔으로 퍼지게 하였으며, 빔 크기가

4인치 이상되는 곳에 기판을 고정시키는 기판 고정장

치를 위치 함으로써 넓은 면적의 균일한 분포를 가진

광을 얻을 수 있었다.

2.3. 마하-젠더 간섭 리소그래피 실험

기판 준비는 아세톤으로 세척(cleaning) 후 탈이온수

(deionized water)로 세척(rinse)을 마친 웨이퍼위에 음

성감광제(N2403, Micro-chem GmbH)를 스핀 코팅기

를 이용하여 30초간 3000 rpm으로 코팅하고, 90oC에

60초간 베이크 하였다. 실리콘 웨이퍼에 코팅된 감광제

의 두께는 300 nm를 가지고 있으며 알파-스텝(alpha-

ste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하는 패턴의 피치(분해

능)를 얻기 위하여 웨이퍼 스테이지로 입사하는 두 빔

의 입사각도를 조정하여 빛의 간섭 각도를 결정하고,

입사각에 맞게 광을 정렬한 후 실험을 하였다. 감광제

가 도포된 4인치 실리콘 웨이퍼에 1차 노광 후, 웨이퍼

P
π

k0sinθ
--------------

λ

2n sinθ
------------------= =

Fig. 1. Mach-Zehnder interferometric lithograph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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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를 회전시켜 2차 노광을 하여 2차원 구조를

갖는 패턴을 구현하였다. 하나의 웨이퍼에 대하여 두

번의 노광과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현상시간이 1차원

패턴의 현상시간에 비하여 89%로 줄일 수 있었다. 노

광 된 시편은 현상액(ma-D525 m Micro-chem GmbH)

을 이용하여 딥핑(dipping) 방식으로 현상한 후 탈 이

온수로 세척했다.

3. 결과 및 논의

3.1.  1차원 나노패터닝

실험의 기본 공정조건은 300 nm의 두께로 도포된 감

광제에 형성되는 패턴의 주기와 세부공정조건인 노광

및 현상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패턴의 모양, 종횡비, 주

기크기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였다. 먼저, 455 nm 피치의

1차원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빔의 입사각을 17o로 설

정하였다. Table 1에서 식(1)으로 유도된 이론 값과 실험

을 통해 얻은 결과값을 보여주며 두 값의 차이는 크지

않아 간섭 시스템이 적절히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2의 (a)는 노광시간 7초, 현상시간 45초의 조건에서

만든 1 : 2의 종횡비를 가지는 패턴 이미지들이다.

3.2.  2차원 나노패터닝

4인치 실리콘 웨이퍼에 2차원 패턴을 만들기 위해

1차 노광 후 웨이퍼를 90o 회전시켜 2차 노광하여 2차

원 패턴을 제작하였다. 음성감광제를 이용한 2차원 패

턴인 홀(hole) 패턴 의 경우 도즈(dose, mJ/cm2)량이

부족하면 새들(saddle)이 발생할 수 있기에 1, 2차

노광 시간을 7초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현상 시간을

40초로 하였을 때 1대 1.7의 종횡비를 가지는 패턴을

제작하였다. 또한 대면적에 제작된 패턴의 균일도는

±5%이며, FE-SEM으로 측정한 이미지는 Fig. 2(b) 와

같다.

3.3. 패턴분석 및 경향

실험결과는 원자 현미경(AFM) 및 전자 현미경(FE-

SEM)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인치 실리콘 웨

이퍼 위에 제작된 1차원 패턴과 2차원 패턴을 AFM으

로 측정하여 Fig. 3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Fig. 4

는 2차원 나노 패턴을 4인치 실리콘 웨이퍼위에 제작

한 사진으로 패턴의 균일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웨이

퍼의 다섯 지점을 (a)-(e)로 나누어 FE-SEM으로 주기

와 홀 사이즈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이미지는 Fig. 5에

서 각 부위별로 보여주며, 측정된 값은 Table 2에 정리

했다. 결과 값에 비추어 보면 주기는 최소430 nm에서

최대440 nm로 균일하지만 홀 크기는 최소 270 nm에서

최대 317 nm로 평균값에 ±10%의 상대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감광제 표면에 빔이 입사될 때 균일도 및

그에 따른 현상시간 등의 공정변수로 인해 발생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얻어진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광 시간과 현상시간에 따른 종횡비를 분석하였고, 패

턴의 피치 변화 및 각 공정조건에서 나타나는 패턴의

특성은 최소선폭(critical dimension)값으로 분석하였다.

노광시간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상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패턴의 각이 커졌다. 반면, 노광시간을 줄이

고 현상시간을 증가시킬 경우에 대해서는 선폭 값 이

Fig. 2. FE-SEM images of 1-D pattern (a) and 2-D pattern (b).

Table 1.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period with incidence

angle.

Incidence angle : 17o

Theoretical period 455 nm

Experimental period 440 nm

Fig. 3. AFM images of diffraction gratings with period of

430 nm (a) and hole pattern with period of 430 nm (b).

Fig. 4. Nanostructures (hole pattern of 430 nm in periodicity)

fabricated on a 4-inch Si-w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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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고 패턴의 각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동일한 노광조건에 현상시간을 변화시킬 경우, 현상시

간이 길수록 종횡비가 큰 패턴이 형성되며 선폭은 줄

어드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에 균일한 주기적인 나노 구조

의 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하젠더 간섭 리소

그래피 장치를 구축하였다. 파장이 532 nm 인 고체 다

이오드-펌프(solid state diode-pump)

레이저를 비선형 물질(nonlinear material) 을 이용하

여 266 nm 파장으로 유도하여 27배의 고배율 대물 렌

즈로 구성된 공간 필터를 지나게 한 후 구형 빔을 충분

히 키워 4인치 실리콘 웨이퍼에 균일한 패턴을 제작하

였다. 4인치 크기의 광학계 없이 1인치 광학계들 만으

로 구성된 마하젠더 간섭계를 이용하여 4인치 크기의

면적에 균일한 나노 구조체를 제작 할 수 있었다. 1차

원 및 2차원 나노 구조의 패턴을 제작하고, 제작된 패

턴의 구조를 FE-SEM장비를 이용하여 피치 크기를 관

측하였다. 결과적으로 ±5%의 균일도를 가지는 수백나

노미터의 구조체를 제작하였다. 향후 레이저 광의 강도

와 공간 필터와 기판 사이의 거리를 조정함에 따라 다

른 리소그래피 장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판 크

기를 더 증가시킨 대면적에 균일한 주기적인 나노 구

조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이저 간섭

리소그라피는 주기적인 나노패턴을 대면적에 제작할

수 있기에 대면적 나노구조체 기반의 응용 연구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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