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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otect the patterned mask from contamination during lithography process, pellicle has become a critical

component for Extreme Ultraviolet (EUV) lithography technology. According to EUV pellicle requirements, the pellicle

should have high EUV transmittance and robust mechanical property. In this study, silicon nitride, which is well-known

for its remarkable mechanical property, was used as a pellicle membrane material to achieve high EUV transmittance.

Since long silicon wet etching process time aggravates notching effect causing stress concentration on the edge or corner

of etched structure, the remaining membrane is prone to fracture at the end of etch process. To overcome this notching

effect and attain high transmittance, we began preparing a rather thick (200 nm) SiNx membrane which can be stably

manufactured and was thinned into 43 nm thickness with HF wet etching process. The measured EUV transmittance shows

similar values to the simulated result. Therefore, the result shows possibilities of HF thinning processes for SiNx EUV

pellicle fabrication.

Key Words : EUV lithography, Pellicle, Wet etching, SiNx membrane 

1. 서  론

노광 기술은 소자의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

용되는 광원의 파장을 줄여 미세한 패턴 형성을 구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13.5 nm 파장을 이용하는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노광 기술(Litho-

graphy)은 20 nm 패턴 이하 급 반도체 양산 기술로 가

장 유력하다[1-2]. EUV는 공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

질에서 흡수가 잘 일어나는 특성으로 인해, EUV

lithography는 기존의 투과형 광학계가 아닌 반사형 광

학계로 구성되며 이와 더불어 고진공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 영역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EUV lithography가 양산에 적용되기 위해 해결해

야 할 여러 과제들 중 하나는 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

질 인한 문제이다. 노광 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마스크 오염을 일으키고 이는 웨이퍼에 전사되는 패턴

의 오류로 이어져 수율(yield)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펠리클(pellicl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6]. 

Fig. 1은 펠리클 적용 여부에 따른 오염물질의 광경

로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낸다. 펠리클은 마스크에 부착

되어 오염물질이 마스크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
†E-mail : jhah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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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며, 오염물질이 펠리클에 흡착되었을 경우 오염

물질에서 전사되는 패턴 초점이 웨이퍼 위 감광제 면

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염물질로 인한 공정 수율 감

소 문제를 개선 시켜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13.5 nm 파장을 가지는 EUV 광원 특성상 현행 노

광 기술인 ArF lithography에서 사용되는 193 nm 파장

의 광원보다 광자의 에너지가 14배 이상 높기 때문에

불소중합체 기반의 ArF lithography 펠리클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펠리클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EUV

lithography의 생산성(throughput) 확보를 위해서는

EUV 광원에 대해 낮은 소광계수를 갖는 물질로 펠리

클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EUV lithography 펠리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7-8]. 

최근 제시된 EUV lithography 펠리클 조건(pellicle

requirement)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one-pass 투과도 기

준 90% 이상의 투과도를 만족 해야 한다[3-4]. 90% 이

상의 고투과도 펠리클 박막을 확보하기 위해서 EUV

파장에 대해 낮은 소광계수(extinction coefficient)를 갖

는 silicon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펠리클

의 또 다른 필요조건인 기계적 안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투과도와 기계적 안정성을 만족시키는 펠리클을 제작

하기 위하여, 물질 특성상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

SiNx를 사용하여 고투과도 펠리클 박막을 제작하는 방

법에 대해 연구하였다[9].

고투과도 SiNx 펠리클 박막을 제작하는 방법은 수십

나노미터 목표 두께의 SiNx를 Si 웨이퍼에 증착 한 후,

KOH 수용액을 이용한 Si식각 공정으로 진행된다. 이

공정은 525 µm 두께의 Si 웨이퍼 기준으로 KOH 수용

액에서 약 9시간 진행하기 때문에 식각면 코너 또는

가장자리 부분에 박막 응력이 집중되는 notching effect

(새김눈 효과)가 심화되고, 결국 박막이 파괴되는 문제

점을 야기시킨다[10]. 이로 인해 고투과도를 만족하는

SiNx 펠리클을 제작하기 위해 한 단계의 KOH 습식 공

정만을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안정적으로 제작

할 수 있는 수백 나노미터 두께의 SiNx 펠리클 박막을

제작한 후, HF thinning 공정으로 SiNx 두께를 얇게 하

여 고투과도를 만족하는 펠리클을 제작하는 공정 방법

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HF thinning공정으로 제작된 SiNx 펠리

클의 투과도 측정 결과를 통하여 고투과도 SiNx 펠리

클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200 nm SiN
x
 펠리클 제작 및 SiN

x
 조성 분석과

두께에 따른 투과도 시뮬레이션

Fig. 2는 SiNx 펠리클 샘플 제작을 위한 실험 공정

모식도이다. 두께가 525 µm인 4인치 Si웨이퍼에 저압

화학증기 증착법(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

tion, Centrotherm, E1200)으로 양면에 SiNx 200 nm를

증착한 뒤 후면에 포토레지스트 도포 및 패터닝 공정

을 통해 윈도우 모양을 형성한다.

KOH 습식식각 공정의 보호막에 해당되는 후면의

200 nm SiNx 제거 공정은 반응성 이온 식각 장치

(Reactive Ion Etching, Daeki Hi-tech)를 이용한 건식

식각(dry etching)공정으로 진행되었고, 공정 조건은

Table 1과 같다.

Si 웨이퍼를 제거하기 위해 KOH, IPA 그리고 DI

water로 이루어진 30% KOH 수용액으로 습식 식각 공

정을 진행한다. 공정 온도는 IPA의 끓는점이 87oC임을

고려하여 80oC에서 진행된다. Si 식각 완료 후 IPA와 DI

water를 이용한 펠리클 세척과 자연 건조를 통한 표면의

수분 제거 공정을 진행하여 웨이퍼 전면에 최종적으로

200 nm SiNx 펠리클 박막을 확보 할 수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lithography (a) without

pellicle and (b) with pellicle.

Fig. 2. Schematic diagram of SiNx EUV (extreme ultra-

violet) pellicle manufactur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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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Rigaku, MAX 2500)를 이용하여, 증착된 SiNx의 조성

비를 확인하였다. 이는 CXRO (center for X-ray optics)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SiNx의 광학상수(optical con-

stants)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해당 광학상수를 이용하

여 목표 투과도를 갖는 SiNx 두께 설정을 위한 시뮬레

이션은 KLA-Tencor의 PROLITH X5 를 사용하여 수

행하였다[11-12].

2.2. HF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SiN
x
 식각 속도 확인

실험

200 nm SiNx의 두께 조절을 위하여 HF 수용액이 선

택되었으며, 식 (1)과 같은 화학반응식으로 SiNx가 제

거된다[13-15]. 

Si3N4 + 16 HF → 2 (NH4)2 SiF6 + SiF4 (1)

목표 투과도를 만족하는 SiNx 펠리클 박막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HF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SiNx의

식각속도(etch rate)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5% 및 10% HF 수용액에서 SiNx 식각속도 확인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용액에 담가놓은 SiNx 샘플에 대

해 1시간 주기마다 잔여 두께를 타원계측기(ellipso-

meter, Horiba, UVISEL)로 측정하여 식각 속도를 확보

하였다.

2.3. 200 nm SiN
x
 펠리클 thinning 실험 및 EUV투

과도 측정

HF thinning 실험을 통한 SiNx 펠리클 박막의 두께

축소 실험에서는 10% HF 용액을 이용하였다. HF

thinning 실험 가능성을 확인을 위한 목표 EUV 투과도

는 80%로 설정되었다. 앞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와 확보 된 HF 식각 속도를 고려하여 HF식각 시간을

75분으로 설정하였으며, thinning 실험 신뢰성 확인을

위해 25분과 50분 공정 시간 조건에 대한 실험도 추가

적으로 진행하였다.

HF 식각 이후 SiNx 펠리클 박막의 EUV 투과도 측

정을 위해 자체 구축한 결맞음성 회절 현미경(Coherent

Scattering Microscopy, CSM) 장비가 사용되었다[16]. 

투과도 계산을 위해 펠리클 부착 전후 경우로 나누

어 EUV 광원을 다층 박막 거울에 입사하여 반사되어

돌아오는 EUV photon를 CCD카메라로 측정한 뒤, 펠

리클 부착 후 측정값을 부착 전 측정값으로 나누면, 펠

리클 두 번 통과 시 EUV 투과도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곱근을 통해 펠리클의 one-pass EUV투과도를

계산할 수 있다. HF thinning 공정의 신뢰성 확인을 위

해 측정한 투과도와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투과도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200 nm SiN
x
 펠리클 제작 및 SiN

x
 조성 분석과

두께에 따른 투과도 시뮬레이션

Fig. 3(a)는 Si 웨이퍼에 증착된 SiNx의 XPS 조성분

석 결과 그래프이며, (b)와 (c)는 각각 silicon과 nitride

의 결합에너지 영역에 해당되는 Si peak, N peak 그래

프를 확대한 모습이다. Si peak 면적과 N peak 면적의

비교를 통하여 사용 된 SiNx의 조성비가 Si : N = 6 :

7임을 확인하였다. CXRO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Fig. 3. (a) XPS results of SiNx and peak of (b) Si 2p (c)

N 1s.

Table 1. RIE processing conditions

Parameter Condition

Base pressure 1.5 × 10−6 torr

Operating pressure 1.2 × 10−2 torr

Gas flow SF6 (9 sccm)

RF power 100 W

Time 9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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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6N7의 소광 계수 값인 0.0059 를 PROLITH X5에 적

용하여 Si6N7의 두께에 따른 EUV 투과도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Fig. 4는 Si6N7 두께에 따른 EUV 투과도 결과 그래

프이며, 목표로 하는 80% 투과도를 빨간 실선으로 표

시하였다. 80% 투과도에 해당되는 Si6N7 두께는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42 nm로 확인하였다.

3.2. HF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SiN
x
 식각 속도 확인

실험

Fig. 5는 5, 10% HF 수용액의 식각 시간에 따라 남

아있는 SiNx 두께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그래프 결과

SiNx에 대한 HF 식각 속도는 시간에 따라 linear한 경

향성을 보이며, 10% HF 수용액의 경우 3시간만에

SiNx식각이 완료되어 1.1 nm/min, 5% HF 수용액 경우

6시간만에 식각이 완료되어 0.56 nm/min SiNx 식각 속

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200 nm SiN
x
 펠리클 thinning 실험 및 EUV투

과도 측정

Fig. 6(a)는 200 nm SiNx 펠리클 사진과 75분간 HF

thinning 실험을 진행한 SiNx 펠리클 사진이다. Fig. 6(b)

는 SiNx 펠리클 박막에서 측정 된 위치를 표시한 모식

도이며, (c)는 43 nm 펠리클의 각 측정 위치에서 EUV

투과도 값을 나타낸다. 제작된 펠리클의 1 ~ 5지점에서

투과도를 측정한 후 평균 낸 값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각 두께에 따른 투과도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 4. EUV transmittance sim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Si6N7.

Fig. 5. SiNx remain thickness results according to etch

time of 5% HF and 10% HF solution.

Fig. 6. (a) Image of SiNx pellicle after HF thinning

process (b) Schematic of measured point on SiNx

membrane (c) EUV transmittance results of measured

point on 43 nm SiNx pellicle.

Table 2. EUV transmittance results of SiNx membrane

Measurement Simulation

175 nm pellicle 30.0% 30.3%

93 nm pellicle 59.2% 59.2%

43 nm pellicle 79.7%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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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별로 실제 측정 된 투과도와 시뮬레이션 투과

도를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EUV lithography용 펠리클 제작 공정 중

silicon 웨이퍼의 긴 식각 공정 시간으로 인한 notching

effect의 심화로 펠리클이 파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F 습식 식각 공정을 활용하여 고투과도 SiNx

pellicle을 제작하는 공정을 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두

꺼운 SiNx 펠리클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목표 두께

까지 SiNx thinning을 통하여 고투과도 SiNx pellicle을

제작하는 공정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Thinning 된

SiNx 펠리클 샘플에 대한 EUV 투과도 측정 결과와 시

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통해 SiNx HF

thinning 공정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목표로 설정한

80% 투과도를 갖는 SiNx 펠리클 제작 성공을 통해

EUV lithography 펠리클 뿐만 아니라 펠리클 박막 구성

물질로서 SiNx 박막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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