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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라디칼 중합법으로 친 이산화탄소성 단량체인 퍼플로로데실메타크릴레이트(FDMA)와 산에 불안정한 단량체인 tert-부

틸메타크릴레이트(TBMA)로 구성된 랜덤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공중합체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 특성 및 

365 nm 노광에서의 포토레지스트 감도 특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랜덤 공중합체를 이용하여 형성된 패턴을 플라즈

마 에칭을 통해 전도성 고분자인 poly(styrenesulfonate):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SS : PEDOT)에 전사하여 미크론 

크기의 PSS : PEDOT 패턴을 제조할 수 있었다.

A series of random copolymers, composed of 1H,1H,2H,2H-perfluoro decyl methacrylate (FDMA) as a CO2-philic monomer 

and tert-butyl methacrylate (TBMA) as an acid labile monomer, were synthesized by free radical polymerization. The sol-

ubility of copolymers in carbon dioxide, light sensitivity at 365 nm exposure, and photoresist pattern formation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Furthermore, sub micron-sized poly(styrenesulfonate) :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SS : PEDOT) 

conducting polymer pattern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pattern transfer.

Keywords: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photoresist, copolymer, conducting polymer

1. 서    론
1)

  반도체 패턴이 점점 미세해 짐에 따라 물의 높은 계면장력(72.8 

mJm
-2

)으로 인해 건조 과정에서 패턴 붕괴현상이 발생하여 기존의 습

식 현상을 이용하여 작고, 높은 종횡비의 레지스트 패턴을 제작할 수 

없게 되었다[1]. 따라서, 이러한 기존 습식현상의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소그라피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는 값싸고, 무독성에 불연성의 특

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용매로써 다양한 유기 물질의 합성[2], 

천연물질 추출[3], 중합용매[4], 반도체 공정의 세정 및 리소그라피 용

매로 널리 응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면장력이 거의 0에 가까워지

는 초임계(super critical; sc) 조건(31.1 ℃, 73.8 기압)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 높은 종횡비의 레지스트 패턴의 건조[5]에 적합하고 유용한 

용매로 잘 알려져 있다. 1997년 미국 코넬 대학교의 Ober 등은 CO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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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수 미크론 크기의 레지스트 패턴을 제작하였고[6], 이후 다

양한 블록공중합체[7] 및 molecular glass[8]형 레지스트 등을 합성하

여 CO2 용매를 적용하여 나노크기의 패턴을 성공적으로 형성한 바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리빙중합법을 이용한 블록 공중합체의 합성은 까

다로운 중합 조건 때문에 합성이 쉽지 않은 단점을 지닌다.

  보다 최근에 몇몇의 연구자들이 라디칼 중합을 통해 부분불소화된 

랜덤 공중합체를 합성하여 CO2에서의 리소그라피 특성에 관하여 연

구 하였다. Horggan 등[9]은 poly(1H,1H-perfluorooctylmethacrylate- 

co-tetrahydropyranylmethacrylate) (P(FOMA-co-THPMA))를 합성하여 

scCO2를 이용한 스핀 코터를 이용하여 레지스트를 웨이퍼에 코팅한 

후 248 nm의 광을 이용하여 미크론 크기의 레지스트 패턴을 제작하

였다. 또한 Huh 등[10]은 FDMA와 TBMA의 랜덤공중합체를 합성하

여 열적특성, 193 nm 파장 광에서의 감도 특성 및 CO2에 대한 필름 

용해도 등을 조사하여 CO2용 레지스트로써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 본 연구실에서는 라디칼 중합법으로 FOMA의 랜덤 

공중합체를 합성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 분산중합에 이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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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oly(1H,1H,2H,2H-perfluorooctylmethacrylate-co-THPMA를 합성

하여 THP기의 열분해와 CO2에 대한 용해도 특성을 조사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1H,1H,2H,2H-perfluoro decyl methacrylate (FDMA)와 

tert-Butyl methacrylate (TBMA)로 구성된 다양한 랜덤 공중합체를 합

성하여 고분자의 특성 및 CO2에 대한 용해도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

한 365 nm 파장에 적용가능한 광산발생제를 이용하여 노광 공정을 

거쳐 CO2를 이용한 현상과정을 통해 미크론 크기의 패턴을 성공적으

로 형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전도성 고분자인 PEDOT : PSS층으로 플

라즈마 에칭을 통해 패턴을 성공적으로 전사함으로써 유기박막트랜

지스터(Organic Thin Film Transistor; OTFT)의 패턴형성 및 유기 디

스플레이 픽셀 형성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실    험

  2.1. 시  약

  N-Hydroxy naphthalimide triflate (HNT), Hexamethyl disilazane 

(HMDS), Trifluorotoluene (TFT), PSS : PEDOT, Trichlorofluoromethane 

(CFCl3), Chloroform (CHCl3) 그리고 메탄올은 Sigma-Aldrich에서 구

입하여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TBMA (Sigma-Aldrich) and 

FDMA (Sigma-Aldrich)는 중성 알루미나 컬럼을 통과시켜 중합금지

제를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2,2'-azobisisobutyronitrile (AIBN) (Sigma- 

Aldrich)는 메탄올에서 재결정하였으며, CO2 (AirGas)는 99.99% 순도

를 사용하였다.

  2.2. 고분자 합성

  다양한 조성비를 가진 FDMA와 TBMA 랜덤공중합체는 자유 라디

칼 중합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중합은 FDMA 1.4 g, TBMA 0.6 g, 

AIBN 0.02 g 그리고 2 mL의 TFT를 마그네틱 바와 함께 25 mL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질소 분위기하에서 65 ℃로 가열하여 6 h 동안 진행

하였다.

  중합이 완료된 후 반응 혼합물을 CFCl3와 CHCl3의 공용매에 녹인 

후 용액을 과량의 헥산에 부어 침전시켜 필터링하여 진공 건조하였다. 

중합 수율은 약 72%로 나타났다.

  2.3. 리소그라피 공정

  공중합체(용매에 대해 15 wt%)와 광산발생제인 HNT (고분자에 대

해 5 wt%)를 TFT에 녹여 레지스트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용액을 

0.45 µm PTFE 필터를 통과시켜 2 mL 정도의 용액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올린 후 2000 rpm의 속도로 30 s 동안 스핀코팅하고 100 ℃에서 

60 s 동안 열처리 하였다. 노광은 대략 1.5 µm 두께의 고분자 층에 

365  nm 파장의 광을 GCA Autostep 200 DSW I-line stepper (Cornell 

NanoScale Facility)를 이용하였다. 노광 이후 실리콘 웨이퍼를 90 ℃

에서 60 s 동안 열처리 하였고 이 웨이퍼를 2 cm × 2 cm의 크기로 

절단하여 60 mL CO2 반응기에 넣고 24.8 MPa, 40 ℃에서 5 min 동안 

현상하였다.

  2.4. PSS : PEDOT 패턴형성

  실리콘 웨이퍼 위에 PSS : PEDOT을 1000 rpm의 속도로 1 min간 스

핀 코팅하였다. 코팅된 웨이퍼를 160 ℃에서 1 h 동안 열처리하여 수분

을 제거하였다. PSS : PEDOT가 코팅된 웨이퍼 위에 레지스트를 코팅

한 후 노광, 현상하였다.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를 RIE (reactive ion 

etching)으로 처리하여 패턴을 PSS : PEDOT 층에 전사하였다. 패턴 전

Figure 1. Synthesis of random copolymers of P(FDMA-co-TBMA) and 

imaging process of negative-tone scCO2 developable resist used in this 

study.

사가 완료된 PSS : PEDOT층 위에 남은 레지스트 잔류물은 HMDS/CO2 

(v/v=1/60) 공용매조건에서 50 ℃, 34.5 MPa의 압력으로 5 min간 처리

하여 제거하였다.

  2.5. 분  석

  고분자의 분자량은 Waters사의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SE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MF를 용리액으로 사용하였으며 3 

PSS SDV 컬럼을 사용하였으며 UV 검출기, 5종의 폴리스티렌 표준시

료를 사용하였다. 공중합체의 구조 및 몰분율은 CDCl3/CFCl3 (v/v = 

1/3.5)의 공용매에서 
1
H-NMR (Varian Inova-400 spectrometer)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코팅된 필름의 두께는 KLA-Tencor P10 Profilome-

ter를 이용하였고 형성된 패턴의 모양은 전자주사 현미경사진(scann-

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EM) (LEICA 440) 및 광학 현

미경(Olympus BX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분자의 CO2에 대한 

용해도는 사파이어 창이 달린 고압반응기(Newark DE19711, Supercri-

tical Fluid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목측하였다[13].

3. 결과 및 고찰

  3.1. 공중합체의 제조

  자유 라디칼 중합을 통한 P(FDMA-co-TBMA)의 제조와 이산화탄

소에서의 현상 메커니즘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생성된 공중합체에

서 FDMA의 불소화 작용기는 친 이산화탄소성분(CO2-philic)으로 중

합체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 시켜준다. 이후 공중합체를 

광산발생제와 함께 노광 처리를 하게 되면 TBMA에 있는 tert-butyl 

작용기가 가수분해되어 carboxylic acid기가 생성되게 되고 이 극성의 

acid기가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대적인 용해도 감소를 유발하여, 공중

합체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플로로 고분자는 일반 유기 용매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TBMA와 함께 공중합체가 형성되었을 경우 일

반 유기 용매에 대해서 용해도를 보이게 되어 SEC 및 
1
H-NMR 분석이 

가능해진다. 공중합체의 중합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DM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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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Random Copolymers based on FDMA and TBMA

Copolymer
Obsd Mn, Mw/Mn

a

(kg/mol) 

Theor molar

composition (mol%)

Obsd molar

composition (mol%)
b

FDMA content

(wt%)

P(FDMA-co-TBMA)(67) 30.4, 1.61 38.4:61.6 35:65 67

P(FDMA-co-TBMA)(53) 33.5, 2.30 21.1:78.9 23:77 53

P(FDMA-co-TBMA)(22) 45.6, 1.84 10.3:89.7 6.8:93.2 22

a
From GPC in THF using PS calibration. 

b
Determined by

 1
H-NMR.

Figure 2. Solubility diagram of random copolymers (0.5 wt%) in 

scCO2.

TBMA의 비를 조절하여 FDMA의 함량이 67 wt%, 53 wt%, 22 wt%

인 공중합체를 합성하였으며 TBMA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중합체의 

분자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PTBMA의 용매에 

대한 좋은 용해도에 기인한다.

  Figure 2에 제조된 공중합체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DMA의 함량이 높은 

P(FDMA-co-TBMA)(67) 공중합체가 P(FDMA-co-TBMA)(53) 공중합

체에 비해 더 낮은 압력에서 용해되었고 이보다 더 낮은 FDMA 함량

을 가진 P(FDMA-co-TBMA)(22)의 경우는 측정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에 녹지 않았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

져 용질에 대한 용해력이 증가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에서 녹

지 않는 고분자는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낮

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 불소화된 공중합체가 이산화탄소에 좋은 

용해도를 가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FDMA의 함량이 적어

질수록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그 함량이 

22 wt% 이하가 되었을 때 측정조건에서는 더 이상 녹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P(FDMA-co-TBMA)(53)의 경우 이산화탄소에 용해시키

기 위해서는 40 ℃의 조건에서 29.6 MPa의 매우 높은 압력이 요구된

다. 즉, P(FDMA-co-TBMA)(67)가 비교적 온화한 조건(40 ℃, 22.4 

MPa)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되어 초임계 이산화탄소 리소그

라피용 레지스트로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2. CO2에서의 리소그라피

  Figure 3에 P(FDMA-co-TBMA)(67)을 사용하여 스핀 코팅을 하고 

노광한 다음 초임계 이산화탄소 유체에서 현상된 레지스트 패턴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40 ℃, 24.8 MPa의 조건에서 현상된 레지스

Figure 3. SEM image of P(FDMA-co-TBMA)(67) negative patterns us-

ing a scCO2 as developing solvent.

트 패턴으로 1.5∼2.5 미크론 크기의 라인과 공간을 보여준다. 이는 

Hoggan 등[9]의 P(FOMA-co-THPMA)와 같은 해상도 수준이다. 이와 

같은 해상도는 차세대 반도체의 제작에는 적용되기 어려우나 디스플

레이의 픽셀 또는 OTFT 제작에는 충분한 해상도라 할 수 있다. 

  3.3. PSS : PEDOT 패턴 형성

  Figure 4에 랜덤공중합체를 이용한 PSS : PEDOT의 패턴 형성 과정

을 나타내었다. PSS : PEDOT층 위에 P(FDMA-co-TBMA) 랜덤공중

합체 포토레지스트를 코팅한 후 노광과 현상공정을 거치게 되면 원하

는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 패턴이 PSS : PEDOT층 위에 형성되게 된

다. P(FDMA-co-Methacrylic acid (MAA))로 형성된 패턴이 뒤이어 수

반되는 reactive ion etching (RIE) 과정에서 보호층으로 작용하고 드러

나 있는 PSS : PEDOT가 제거되게 된다. 최종적으로 PSS : PEDOT 패

턴의 표면을 덮고 있는 P(FDMA-co-Methacrylic acid (MAA))층은 

HMDS/CO2의 공용매에 의해 제거된다. 이 과정에서 HMDS가 MAA

의 카르복실 그룹과 반응하여 레지스트 고분자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하여 쉽게 제거된다[7].

  게다가 PSS : PEDOT층은 이산화탄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분 불소화된 P(FDMA-co-TBMA)(67)는 계면에너지가 낮아 현상과

정에서 일반 유기 고분자인 PSS : PEDOT의 표면에서 아무런 악영향 

없이 떨어져 나갈 수 있었다.

  Figure 5에 PSS : PEDOT 패턴의 형성과정을 광학 현미경으로 나타

내었다. Figure 5(a)는 PSS : PEDOT층 위에 형성된 레지스트 패턴을 

나타내며 Figure 5(b)는 RIE 공정 이후의 HMDS/CO2에 의해 레지스

트 패턴이 제거된 PSS : PEDOT의 패턴의 모양을 보여준다. P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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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the photolithographic patterning process in CO2.

(a)

(b)

Figure 5.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lithographic patterns a) The 

photoresist pattern PEDOT : PSS layer before RIE, b) PEDOT : PSS 

pattern after resist removal in HMDS/scCO2 followed by RIE.

PEDOT 패턴이 이산화탄소에 대해 전혀 침해 받지 않고 P(FDMA- 

co-TBMA)에 의한 패턴이 안전하게 전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자유 라디칼 중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성비의 FDMA와 TBMA

로 구성된 랜덤공중합체를 합성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초임계 이산화

탄소 용해도를 비교하였다. FDMA의 함량이 53 wt% 이상일 경우 공

중합체는 40 ℃, 29.6 MPa 이하의 조건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

해도를 나타내었다. P(FDMA-co-TBMA)(67)는 365 nm 파장의 광원

에서 광산발생제의 도움으로 1.5에서 2.5 미크론 크기의 레지스트 패

턴을 형성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현상 용매로 사용하여 형성한 

네거티브 레지스트 패턴을 RIE를 통해 PSS : PEDOT층으로 성공적으

로 전사하였으며 남아있는 레지스트는 HMDS/CO2에 의해 완전히 제

거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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