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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V (Extreme Ultraviolet) pellicle which protects a mask from contamination became a critical issue for the application

of EUV lithography to high-volume manufacturing. However, researches of EUV pellicle are still delayed due to no typical

manufacturing methods for large-scale EUV pellicle. In this study, EUV pellicle membrane manufacturing method using

not only KOH (potassium hydroxide) wet etching process but also a water bath was suggested for uniform etchant

temperature distribution. KOH wet etching rates according to KOH solution concentration and solution temperature were

confirmed and proper etch condition was selected. After KOH wet etching condition was set, 5 cm × 5cm SiNx (silicon

nitride) pellicle membrane with 80% EUV transmittance was successfully manufactured. Transmittance results showed

the feasibility of wet etching method with water bath as a large-scale EUV pellicle manufactu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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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극자외선 노광 기술 (EUV lithography, EUVL)은기

존 ArF 노광 기술에 사용되는 파장보다 14 배 짧은 파

장인 13.5 nm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고해상력을 구

현할 수 있어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차세대 노광기술로 각광받고 있다[1]. 하지만, 짧은

파장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물질에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극자외선 노광 기술은 기존의 투과형 광학계나

마스크가 아닌 반사형 광학계와 마스크를 사용하며, 노

광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마스크 오염을 보다 효율적

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3]. 이에 대해 물

리적으로 마스크에 오염물질이 흡착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인 펠리클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4]. 펠리클에

오염물질이 흡착될 시에 오염물질로 인한 회절 패턴이

웨이퍼 위 감광제 면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염

물질로 인한 공정 수율의 감소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5].

EUV 펠리클의 개발은 90% 이상의 EUV 투과도 조

건을 가지면서, 6인치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마스크를

보호해주어야 하기에 수십 나노미터 두께를 대면적

(110 × 144 mm2)으로 제작해야 하는 도전적인 연구과

제이다[6]. 현재, EUV 광에 대하여 소광계수가 낮은

실리콘 계열 물질을 기반으로 하여 투과도 조건과 박

막 사이즈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로토타입 펠리클을 제

작하는 데 성공하였다[3]. 해당 프로토타입 펠리클은

KOH (potassium hydroxide) 습식 식각 공정을 통해 제

작되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공정 및 조건들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현재 일부site를 제외하곤 대면적

EUV 펠리클 샘플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연구

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7]. 대면적 펠리클

제작의 경우 200 mm 웨이퍼를 사용하며 진행되며, 대

면적 펠리클 제작 가능 여부는 5 cm × 5 cm 박막 사이

즈 구현 가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3]. 하지만, 식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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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tch bath)와 핫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온도를 증가

시키는 일반적인 습식 식각 공정 한계 상 웨이퍼 전 면

적에 균일한 식각 조건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이는 식

각 속도 차이와 더불어 박막 인장력의 불균형을 야기

시켜 최종적으로 박막의 파괴를 발생시킨다[8,9]. 

본 논문에서는 대면적 펠리클 제작을 위하여 온도

균일성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식각 수조 자체를 물중

탕 하는 공정 방법을 제시한다. 물중탕 적용 여부에 따

른 웨이퍼 단에서의 온도 분포(temperature variation)

를 측정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KOH 습식 식각 속도

확인을 통해 물중탕을 적용하여 5 cm × 5 cm 펠리클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식각 균일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제작 된 펠리클 박막에 대한 투과도를 측정하였으

며, 해당 결과를 통해 대면적 EUV 펠리클 제작 공정

으로써 물중탕 식각 공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KOH 습식 식각 조건 확인 

대면적 EUV 펠리클 제작 공정으로 물중탕 습식 식

각 공정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 EUV 펠리클 제작 공정으로 사용되는KOH 습

식 식각을 통한 실리콘 웨이퍼 backside 식각 공정에

초점을 맞추었다[10]. KOH 습식 식각 공정의 경우

식 (1)과 같은 반응식으로 실리콘이 식각 된다[11].

Si + 2H2O + 2OH- → Si(OH)2O2

- + 2H2 (1)

하지만, KOH 습식 식각 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

까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KOH 농도와 공정 온도 변화에 따른 실리콘 식각

속도 확인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리콘 웨이퍼 면 방향

성은 식각 속도가 가장 빠른 (100) 방향의 실리콘 면을

사용하였으며[12], KOH 습식 식각 공정을 통해 확보

하고자 하는 펠리클 박막 물질은 프로토타입에서 실리

콘 산화방지막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

드를 사용하였다[3]. KOH 농도와 공정 온도 변화에

따른 식각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1시간 간격으로 식

각 진행 후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를 전자 버니어캘리

퍼스와 비접촉 심도측정기로 10회 반복 측정하여 기록

된다. KOH 수용액의 경우 농도를 10%에서 60%까지

5% 간격으로 농도 변수를 설정하여 식각 속도 확인을

진행한다. 여기서 백분율은 부피 %를 기준으로 하며,

총 용액 부피는 식각 수조 용량인 2800 ml를 기준으로

한다. 이 중 IPA (isopropyl alcohol) 200 ml를 계면활

성제로 추가해주기 때문에 KOH 용액은 DI water

(deionized water), KOH, IPA로 구성된다.

공정 온도가 증가할수록 습식 식각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십 나노 미터 단위의 정교함을

요하는 만큼 실제 실험 조건에서 정확한 식각 속도를

확인하고자 앞에서 식각 속도가 가장 빠른 KOH 용액

농도에 기준으로 10°C 온도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계면활성제인 IPA의 끓는점이 83°C임을 고려하여 최

대 식각 공정 온도는 80°C를 넘지 않게 설정한다.

2.2. 물중탕 적용 여부에 따른 식각 실험

EUV 펠리클 샘플 제작 실험은 확보 된 KOH 습식

식각 공정을 사용하여 EUV 투과도 80%, 5 cm × 5 cm

박막 사이즈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EUV 펠리클 샘플

제작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인 습식 식각 공정은 제작

된 용액이 담긴 식각 수조에 식각하고자 하는 기판을

담근 뒤, 핫 플레이트로 온도를 가해주는 방식이다. 물

중탕을 적용해주는 방식은 Figure 1우측 모식도와 같

이 식각 용액이 담겨있는 식각 수조 자체를 DI water

가 담긴 보다 큰 수조에 넣은 뒤 핫 플레이트로 가열해

주는 방식이다. 용액의 온도가 위치 별 고르게 분포하

게 하기 위해 교반 막대기를 넣어주어 DI water를 순

환시켜준다. 

수조 아래쪽에 열원이 있는 핫 플레이트 특성 상 수

직 방향으로 온도 분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수심 깊이

에 따른 KOH 용액 온도를 측정하여 물중탕 적용 여부

에 따른 온도 분포 균일도 개선을 확인한다. 동일한 조

건 하 식각 공정 완료 후 결과물 비교를 통해 대면적

EUV 펠리클 제작 공정으로서 물중탕 습식 식각 공정

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2.3. 제작된 펠리클 샘플 투과도 측정

물중탕 습식 식각 공정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제

작 된 EUV 펠리클 샘플에 대한 투과도를 확인한다.

EUV 투과도는 자체 구축한 결맞음성 회절 현미경

(Coherent Scattering Microscopy, CSM) 장비가 사용되

었다[13]. 목표로 하였던 80%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전면적에서 균일하게 측정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식각 공정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핫 플레이트를 사용하

는 공정 특성 상 일반적으로 수직방향으로 온도 분포

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직방향에 대한 투과도 변화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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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KOH 습식 식각 조건 확인

KOH 습식 식각 공정의 경우, 80°C 에서 반응물 농

도에 따른 식각 속도 결과는 Fig. 2(a)와 같다. 반응물

의 양이 많아질수록 생성물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14], Fig. 2 (a)에서 볼 수 있듯이 IPA가 첨가될

시, 약 20% KOH 용액 농도에서 최고 식각 속도 68

um/h 를 보이고 용액 농도가 증가할수록 식각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KOH 수용액 농도 증가

에 따른 식각 속도의 감소의 이유는 KOH는 물 속에서

K+ 와 OH− 으로 나눠지면서 수화(hydration)되는데 이

때 물을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KOH의 농도가 높아질

수록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식각 속도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KOH 습식 식각

의 경우 실리콘 면의 거칠기가 식각 속도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는데, IPA는 이러한 실리콘 표면에 대한 영

향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사용된다. 하지만, IPA는

KOH 수용액에 대해 용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고정

된 IPA 양이 용해되는 정도에 따라 식각 속도가 차이

가 발생한다. 결국, 20% KOH 수용액 농도를 기준으

로 낮은 농도에서는 IPA가 전부 용해되지 않아 보다

낮은 식각 속도를 보이며, 20% 이상일 경우에는, 반응

에 참여하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식각 속도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15, 16]. 빠를수록 생산성 부분

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공정 자체가 수십 나노미터 단

위 두께의 펠리클 샘플을 제작해야 하는 정교함을 요

하는 만큼 30% 용액 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용액 농도 30% 기준으로 온도에 대하여 식각 속도

를 확인하였을 시 Fig. 2(b)와 같이 식각 속도가 공정

온도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에 참여하는 입자들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이

는 반응을 위한 활성화 에너지 넘을 수 있는 입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14]. 그렇기에 고온에서 진행

할수록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IPA 끓는점을

고려하여 공정 온도를 80°C로 설정하였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대면적 EUV 펠리클 제작공정

시 사용되는 KOH 식각 공정 조건을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해당 조건으로 식각 공정 진행할 시

62 um/h의 식각 속도를 갖는다.

3.2. 물중탕 적용 여부에 따른 식각 실험

Table 1과 같은 공정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0.5 cm ×

0.5 cm, 1 cm × 1 cm 등 작은 박막 사이즈의 펠리클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3 cm × 3 cm 이상의 박막 사이즈

Table 1. Wet etching condition

Parameter Condition

KOH solution concentration 30%

KOH solution temperature 80°C

Etch rate 62 um/h

Fig. 1. Schematic KOH wet etching process (left) without

water bath (right) with water bath.

Fig. 2. (a) KOH aqueous solution silicon etch rate according

to solution concentration at 80°C (b) 30% KOH

aqueous solution silicon etch rate according to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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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할 경우 핫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공정 한계상

수직 방향으로 온도 구배가 일어나 열원과 가까운 아

래쪽에서 식각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식각 속도의 차이는 박막에 스트레스 분포를 발

생시키고 결국 Fig. 3과 같이 박막의 파괴로 이어진다.

Fig. 3 좌측의 사진은 온도 분포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

는 식각 속도 차이로 인해 아랫부분이 식각이 빠르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며, 오른쪽의 사진은 이러한 식각

속도차이로 인하여 박막의 파괴가 하단부에서 발생한

것을 보여준다. 수심에 대한 온도 분포를 확인하였을

경우 식각되는 펠리클 상단부에서 온도는 76°C, 하단

부 온도는 82°C가 측정되며 이는 시간당 약 30 um의

식각 두께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

를 일으킨다. 

하지만, Fig. 1과 같이 식각 수조를 물중탕에 넣은

경우 수심에 따른 온도 분포가 약 80°C로 균일하게 형

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중탕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전 부피에 고르게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함으로

물의 대류를 이용하여 물의 열을 물중탕 내 다른 계에

전도시켜 주어서 물중탕 내의 식각 수조는 열 전도로

인하여 전 수심에 걸쳐 고르게 온도가 유지된다. 그 결

과 전면적에 대하여 식각속도가 고르게 유지하게 되어

Fig. 4와 같이 80% EUV 투과도, 5 cm × 5 cm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펠리클 제작에 성공하였다.

3.3. 제작된 펠리클 샘플 투과도 측정 

제작된 펠리클 샘플에 대한 식각 균일성은 투과도로

확인되었다. 펠리클 박막 중앙을 포함하여 중앙에서

1.5 cm 간격으로 떨어진 상하좌우 총 5 포인트는 Fig. 5

와 같으며, 투과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6와 같다.

투과도 확인 결과 투과도 최대값은80.9% 이며, 최소

값은 79.5%이다. 초기 식각 공정 목표로 하였던 80%

대비하여 최대 0.9%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된 다섯 개의 측정 포인트 간 균일성도 확인되었

다. 이를 통해 대면적 펠리클에 대한 제작을 위한 물중

탕 습식 식각 공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대면적 (110 × 144 mm2) EUV 펠리클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물중탕 습식 식각 공정

을 제시하였다. KOH 농도 및 용액 온도에 따른 습식

식각 속도를 측정하여 KOH 습식 식각 공정 조건을 확

보하였으며, 식각 수조를 물중탕하여 물의 대류와 열의

Fig. 3. Images of KOH wet etching process results

without water bath (left) 6 hour after (right) 7 hour

after.

Fig. 4. Image of manufactured 5 cm × 5 cm SiNx pellicle

by KOH wet etching process with water bath.

Fig. 5. Schematic of measurement point of manufactured

pellicle membrane.

Fig. 6. Transmittance results of manufactured 5 cm ×

5 cm SiNx pell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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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현상을 이용하여 웨이퍼 전면적에서 식각 속도

균일성을 확보하였다. 물중탕을 적용하여 제작 된

5 cm × 5 cm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펠리클에 대한 특

성 분석을 통해 물중탕 습식 식각 공정의 효용성을 확

인하였고, 펠리클 박막 내 5측정 포인트에서의 투과도

결과 값이 1.5% 미만임을 통해 제작된 박막의 신뢰성

도 확보하였다. 다른 공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물중탕

방법이지만, 식각 균일성을 확보 가능하게 하여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대면적 EUV 펠리클 박막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물중탕 습식 식각 공정의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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