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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ASE SHIFTING MASKS 03- OPTICAL PROXIMITY CORRECTION /0# O_ AXIS ILLUMINATION /!) ANNULAR ILLUMINATION
!) 의 리소그래피 분해능 향상 기법과 DEEP ULTRAVIOLET PHOTORESIST의 개발 및 리소그래피의 최근 기술 동향
을 요약 소개한다 $56 리소그래피의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SCATTERING WITH ANGULAR LIMITATION PROJECTION
2
a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56, 8 RAY LITHOGRAPHY 82, ION
ELECTRON BEAM LITHOGRAPHY 3#!,0%,
PROJECTION LITHOGRAPHY )0, 등의 새로운 리소그래피 기술들의 기본 원리와 최근 기술 동향도 소개하였다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리소그래피의 최근 기술 동향
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리소그래피 장비 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

) 서 론
오늘날 문명의 발전은 상당한 부분이 반도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뤄졌음을 부정하는 사람

반도체 기술은 리소그래피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
하였고 리소그래피의 발전은 오늘날의 문명 발전
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는 단위 웨이퍼당 보다

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자체의 물성적 성질이나 반도체 논리 소

많은 칩을 생산하여 보다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한

자의 특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수십 MM 속에 수

다 또한 우수한 성능의 칩을 생산하기 위해 보

십만 개의 반도체 소자가 집적되어 있는 집적회

다 많은 소자를 집적하기 때문에 칩의 크기도 증

로INTEGRATED CIRCUIT )# 가 먼저 떠오른다 2,#

가하게 되었다 단위 웨이퍼당 이윤의 한계에 도

수동 소자와 반도체 소자들을 이용하여 이 집적회

달하였을 때마다 반도체 제조업체는 DESIGN RULE

로를 기판 상에 설계한다면 그 회로의 부피는 대단

$2 을 축소시켰고 웨이퍼의 크기를 증가시켜왔

히 클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부피의 회로를 단지

다

수십 MM 의 면적으로 축소하는 기술을 리소그래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는 NM MERCURY G

피LITHOGRAPHY 라 한다 리소그래피 기술의 발전

LINE 의 파장을 이용하여 }M $2을 구현하였

이 없었다면 오늘날 0#나 0#3가 인간의 일상 생

고 NM MERCURY I LINE 을 이용하여 }M

활 속에서 보편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2을 구현하였으며 지금은 NM +R& EXC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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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을 이용하여 }M $2이 실현되었고 조만

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높은 분해능 높은

간에 NM !R& EXCIMER LASER 를 이용한 }M

DEPTH OF FOCUS $/& 낮은 K 계수이다

$2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또한 NM &

광학 렌즈의 분해능은 (EIGENBERG의 불확

EXCIMER LASER 를 이용하여 }M $2을 구현하려

정성 원리에 의해서 광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NM와 NM는

파동의 회절 현상에 의해서

DEEP ULTRAVIOLET $56 파장 범위에 속하며 이

2AYLEIGH는 분해능을 g.! 로 표현하였다 g는

$56 광선을 이용한 리소그래피를 $56 LITHOG

파장 .!는 렌즈의 NUMERICAL APERTURE이다 높

RAPHY $56, 라고 한다;=

은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는 g을 줄이고 렌즈의

그러나 노출 광선의 파장이 $56로 이동하면

제한되어 있다

직경을 크게하여 .!를 높인다 그러나 $/&는

서 새로운 NM $56용 광절연도료PHOTORESIST

g.! 로 표현되기 때문에 높은 분해능을 얻

개발이 시급하며 STEPPER의 내부에서 광선을 운반

기 위해서는 $/&와의 <TRADE O_를 고려해야

하고 안내하는 렌즈FUSED SILICA 가 $56에 대해

한다 K 은 리소그래피 공정의 난이도를 표현

좋지 않은 광학 특성을 갖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

하는 계수로서 W.!g으로 나타낸다 W는 인

고 있다; = 많은 연구가들은 파장이 NM까지

쇄하고자 하는 선 폭을 의미한다 K 은 PHOTO

내려오면 광학 리소그래피OPTICAL LITHOGRAPHY

RESIST의 감도 리소그래피 장비의 유연성 정확한

기술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 제어 마스크 제작의 난이도 현상 공정의 난이

$56,의 문제들을 피하려고 SCATTERING WITH AN

도 등을 내포하고 있다 K 의 이론적 한계는 이

GULAR LIMITATION PROJECTION ELECTRON BEAM LITHOGRA

다 리소그래피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2
a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또 하나의 계수 가 있다 사용되는 광선의 단면

%56, 8 RAY LITHOGRAPHY 82, ION PROJECTION

내부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가BLOCKING 를 나타낸

LITHOGRAPHY )0, 등의 새로운 리소그래피 기술들

다 다시 말하면 는 광선의 부분 일관성PARTIAL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OHERENCE 을 의미한다

PHY 3#!,0%,

본 고는 반도체 공정용 $56,의 최근 기술동
향을 요약 및 소개하고 $56,의 대안으로서 새롭

))) 노광 기술

게 각광받고 있는 그 밖의 리소그래피 기술들의
최근 기술동향을 논하고자 한다

3TEPPER는 지금까지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들
이 사용해온 노출 장비이었다 마스크 상의 패턴을

)) 광학 리소그래피

통과한 광선을 렌즈로 웨이퍼 위에 증착된 PHOTO
RESIST 박막에 집광하는 장치이다 마스크는 )# 전

광학 리소그래피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리

체 회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적 시간 동안 일정

소그래피를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광학 리소그

면적의 PHOTORESIST를 노광한 후 STEPPER는 웨이퍼

래피를 이용하여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

를 한 단계 이동하여 PHOTORESIST 박막의 다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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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상업용 $56 리소그래피 장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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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노광하고 웨이퍼 전체를 모두 노광할 때까

마스크의 주사 속도와 일정 비율의 속도로 주사하

지 웨이퍼를 한 단계씩 이동시킨다그림  

면서 마스크의 전체 면적을 PHOTORESIST에 노광하

3TEPPER에서 사용되는 투사 렌즈는 마스크 전

는 <STEP AND SCAN 방법도 있다그림   배 축

체 면적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의 회로가 커

소의 투사 렌즈  r REDUCTION LENS 가 사용된다면

지면 마스크의 크기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렌즈의

웨이퍼의 주사 속도는 마스크의 속도보다 배 느

투사 면적`ELD 도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렌즈의

리다

직경도 커지게 된다 렌즈의 직경이 커지면 렌즈의

3TEP AND SCAN 방식은 주사하는 동안 렌즈의 광

수차ABERRATION 코마COMA 비점 수차ASTIGMA

학 특성이 주사 거리에 걸쳐서 평균되어지기 때

TISM 등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 )#의 크기가

문에 )#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인 ACROSS CHIP

커지면서 렌즈의 `ELD가 더 이상 마스크의 전체를

LINEWIDTH VARIATION !#,6 가 작다 그러나 웨이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

퍼의 거칠기가 균일하지 않으면 !#,6 효과가 크

렌즈 투사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는 두 가지의

고 마스크와 웨이퍼를 일정한 비율의 속도로 정

방법이 있다 마스크의 전체 면적을 렌즈 투사 면

확하게 주사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마스크와 웨이

적으로 나누어서 마스크의 전체를 PHOTORESIST에

퍼 사이의 경사는 리소그래피의 성능을 저하시킨

노광하는 <MIX AND MATCH 방법이 있다 마스크

다 계속적인 소자 크기의 증가 추세는 리소그래

의 면적이 렌즈 투사 면적보다 배가 크다면 마스

피 장치의 제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크를 배로 나누어서 PHOTORESIST를 노광해야 한다

$2이 작아질 때마다 기존의 리소그래피 장비

마스크를 슬릿을 통해 주사하고 동시에 웨이퍼를

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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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는 이 방법을 이용하
이동

웨이퍼

여 분해능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통과한 광선
은 광선의 세기만 조절하여 PHOTORESIST를 노광하
기 때문에 인쇄하고자 하는 선 폭이 분해능의 한
계에 도달하면 회절과 산란에 의해서 선 폭 주변
에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03- 방법은 원래의 )#
패턴 마스크와 더불어 별도의 03- 마스크를 이용

이동

하여 통과한 광선의 위상과 세기를 조절하여 PHO
TORESIST 박막 위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도록

마스크

하는 방법이다;= 03- 마스크는 여러 겹의 마스
크 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작이 매우 어렵고 제작
그림  3TEPER의 기본구조

비도 매우 높다
회절과 산란 현상에 의해서 PHOTORESIST 박막 위

장비 업체들은 I LINE 시스템을 개조하여 NM 파
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NM 전용 시스
템을 제작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발 빠르게 산학
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NM 시스템 개발을 완료
하여 출품하기도 하였다H표 I

에 왜곡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설
계자가 원하는 모양의 패턴이 나타나도록 원래의
마스크 패턴을 인위적으로 간섭 무늬가 상쇄되
도록 변조시킨 마스크를 이용하여 리소그래피를
하는 방법을 /0#라고 한다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 .!를 증가시키면

)6 리소그래피 분해능 향상 기술

$/&가 낮아진다 .!를 증가시키면서 $/&를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는 리소그래피 마스크

높이는 광학적인 방법을 O_ AXIS ILLUMINATION

의 패턴과 정확히 같은 그림을 PHOTORESIST에 노출

/!) 라고 한다 /!)는 마스크를 통해서 산란되

시켜야 한다 그러나 NM $56 광선을 이용하

어 나오는 광선 전체 p차 차

여 분해능의 한계인 }M $2의 회로를 PHOTORE

로 집광하는 대신 차와

SIST에 인쇄하면 회절과 산란 현상에 의해서 마스

$/&를 높이는 기술이다그림  ;=

차 를 렌즈

차 광선만을 집광하여

크의 패턴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광선의 파동의 일관성COHERENCE 을 변화시키

광선의 파동 현상은 선 폭 주변에서 간섭 현상을

면 를 조절할 수 있어 리소그래피의 성능을 최

일으켜 원래의 마스크 패턴이 왜곡되어서 인쇄되

적화하여 보다 선명한 선 폭의 이미지를 인쇄하

기 때문이다 이런 마스크의 패턴이 왜곡되는 것

는 방법을 ANNULAR ILLUMINATION !) 이라 한다 광

을 방지하기 위하여 PHASE SHIFTING MASKS 03- 과

선의 일관성을 조절하면 회절과 산란 현상을 억제

OPTICAL PROXIMITY CORRECTION /0# 방법이 이용된

할 수 있어 간섭 무늬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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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광선

반사광선

Photoresist내의 불순물

aperture
aperture

정현파

마스크

마스크
–1차

–1차

0차

1차

Photoresist

0차

1차
웨이퍼

렌즈

웨이퍼

그림  0HOTORESIST 웨이브 가이드 현상

DOF

DOF
웨이퍼

일반적인 투사

입사파

Off-Axis 투사

180° 위상차의 반사파들

Photoresist

그림  /_ !XIS )LLUMINATION에 의한 $/&향상

Antireflecting coating
웨이퍼

Low σ
일반적인
빔의 단면

High σ

그림  !2#코팅에 의한 반사파 상쇄
완전
차단

드 역활을 한다 PHOTORESIST 내부에서 반사투과된
광선은 결국 #$제어를 어렵게 하고 !#,6를 높
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그림   또한 PHOTORESIST

Annular
Illumination

그림 

내부에서 발생되는 정현파 현상과 지지기판 표면
부분
차단

"LACK DISK에 의한 빔의 단면 차단 조절
σ 조절

의 물리적 화학적 불균일도 리소그래피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선 폭이 }M 이하로 내려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더 심하게 나타나 반도체 소자
개발자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이런 현상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NTIREaECTIVE COATING

기 때문이다 그림  에서와 같이 광선의 단면 내

!2# 을 지지기판 위에 증착하여 PHOTORESIST 내

부를 광학적으로 가리면 광선의 일관성을 조절할

부에서 반사파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그림  과

수 있다;=

PHOTORESIST에 색소 분자DYE 를 첨가하여 반사파

0HOTORESIST 박막은 광선에 대해서 웨이브 가이

를 흡수시키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전자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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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기존의 !2# 증착은 <SPIN

매우 민감한 광학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장

COAT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선 폭이 }M 이

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합성되어야 하며 고 분

하로 내려가면서 보다 정확한 !2# 박막의 성분

해능의 장비와 더불어 새로운 파장에 대한 새로

과 두께의 제어가 필요하여 #6$를 이용한 증착

운 PHOTORESIST가 개발되어야 $2의 축소를 따라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갈 수 있다 NOVOLACDIAZOQUINONE PHOTORESIST는 G
LINE I LINE NM의 파장에 대한 광학 특성이 거

H표 I 리소그래피 분해능 향상 효과;=

의 유사하여 이들 파장 대역에서의 리소그래피를

I LINE

NM

NM

가변 .!

}M

}M

}M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PHOTORESIST는

!)

}M

}M

}M

NM에 대한 감도가 매우 낮고 흡수도가 매우 높

/!)

}M

}M

}M

아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고 새로운 PHOTORESIST가

/0#

}M

}M

}M

개발되어야 했었다

03-

}M

}M

}M

#HEMICAL AMPLI`CATION #! 이라는 화학적 현
상을 이용하여 년에 NM에 대해서 높은

위에서 기술한 다섯 가지의 광학적 기교를 이

감도를 갖는 새로운 PHOTORESIST가 )"-에 의해서

용하면 보다 선명한 선 폭을 인쇄할 수 있고 낮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는 PHOTOACID GENERATOR

K 계수를 얻을 수 있으며 분해능의 한계를 다소 극

0!' 를 PHOTORESIST를 형성하는 고분자 수지에 첨

복할 수 있다 H표 I는 이들 기법을 이용하여 얻

가하여 노광과 POST EXPOSURE BAKE 0%" 과정 중

을 수 있는 분해능의 한계를 보여준다 I LINE을 이

에 발생하는 ACID로 하여금 노광된 지역의 PHO

용하여 }M의 선 폭을 NM 광선을 이용하
여 }M의 선 폭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I LINE
장비나 NM $56 장비를 다소 개조하면 새로
운 설비 투자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2은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
들은 분해능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보다 선명한
패턴을 인쇄하고자 할 때 이용될 뿐이며 높은 분
해능의 리소그래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
인 관점에서 보다 유리하다

6 $56 0HOTORESIST의 최근 개발 동
향

TORESIST 수지 고분자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현상이
다;= 그 후 여러 가지의 NM PHOTORESIST가 개
발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개발된 NM PHO
TORESIST는 NM 파장에 대한 흡수도가 너무 높
기 때문에 NM 리소그래피를 위해서는 새로운
PHOTORESIST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활발히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완벽한 NM PHOTORESIST는
개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NM $56 0HOTORESIST
NM PHOTORESIST 연구 개발은 )"-에 의해

리소그래피 장비만의 발전은 결코 $2의 축소

서 주도되어 왔다 최초의 NM PHOTORESIST는

를 따라갈 수 없다 PHOTORESIST는 파장의 변화에

<T"/#이였고 )"-은 이 PHOTORESIST를 이용하여



반도체 공정용 리소그래피 기술의 최근 동향

- $2!-을 개발하였다 그 후 3HIPLEY (OECHST

각 효과가 나쁘다 이를 보완한 양각 #! PHOTORE

/LIN *32 4/+ 등의 PHOTORESIST 생산업체가 여

SIST는 !2#( 이다 그러나 저 활성화 에너지 수

러 PHOTORESIST를 생산하고 있다

지를 이용한 양각 #! PHOTORESIST에 대해서는 정
현파 패턴이 쉽게 나타난다

H표 I NM $56 PHOTORESIST;=
제품

선폭변화
0%"온도 NMb #

!0%8 %



%3#!0

56))(3

[

%3#!0

56)))

[

제조업체 수지 PLATFORM

3HIPLEY

2
a

음각 #! PHOTORESIST는 양각 #! PHOTORESIST 만
큼 종류가 많지 않다 음각 #! PHOTORESIST는 0%"
DELAY 효과가 낮은 반면 3I.이나 4I. 같은 지지기
판에 대해서 NOTCHING과 MICROBRIDGING이 쉽게 발
2
a

생한다 3HIPLEY 사의 3.2

+ SERIES
*32

%3#!0

2
a

!CETAL GROUP

!2#(

각 #! PHOTORESIST로 사용되고 있다


4$52 0

4/+

56.

2
a

0ROTOTYPE # 와 4/+ 사의 4$52 . 등이 음

+2& ,
+2& 2

/LIN

2
a

#'2

 NM $56 0HOTORESIST

4$52 0
(OECHST

!CETAL GROUP

!: $8 



NM $56 PHOTORESIST를 형성하는 대부분의
고분자 수지페놀 혹은 HYDROXYLSTYRENE 의 흡수

H표 I은 양각 #! PHOTORESIST들을 보여준다;=

도가 NM에 대해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새로

모든 양각 #! PHOTORESIST는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

운 NM $56 PHOTORESIST가 개발되어야 한다

은 몇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다 PHOTORESIST는 노

NM $56 PHOTORESIST 개발 때와 같은 방법으

광된 후 공기 중에 내재해 있는 미량의 염기 성분

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새로운 저 흡수도 고분자

AMINES . NETHYLPYRROLIDONE 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지에 새로운 0!'와 새로운 DISSOLUTION INHIVITOR

0%"가 지연되면 선 폭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발

$) 를 첨가함으로서 새로운 NM PHOTORESIST를

생한다 이 현상을 0%" DELAY 효과라 한다 고분

개발하려고 한다;=

자 분해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수지를
이용한 PHOTORESIST는 높은 0%" DELAY 효과를 갖는
다 그러나 %3#!0은 높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
2
a

2
a

나 56))3( 나 56))) 는 상대적으로 낮은 0%"
DELAY 효과를 보인다 또한 KETALACETAL GROUP은
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며 이를 이용한 양각 #!
PHOTORESIST는 낮은 0%" DELAY 효과를 보인다 양
각 #! PHOTORESIST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3I.이
나 4I. 같은 지지기판에 대해서 흡착력이 커서 식

새로운 저 흡수도 고분자 수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수한 양각 식각 특성을 위한 고 친수성
HYDROPHILICITY
 우수한 열적 특성을 위한 고 유리 전이 온도
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우수한 식각 저항력을 위한 방향성 유기 성분
AROMATIC RINGS
 ACID의 분해 능력을 갖는 HYDROXYL GROUP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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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COLN ,ABORATORY는 IODONIUM
삼량

렌즈로 사용될 수가 없었다 &USED SILICA는 우수한

체 고분자를 이용하여 6ERSION 이라는 최초

열적 특성과 낮은 흡수도 및 표면 가공의 용이함

의NM $56 PHOTORESIST를 개발하였다 이

으로 $56 리소그래피용 렌즈의 재료로서 이용되

들은 6ERSION 으로 36', 사의 -ICRASCAN 

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56 광선이 FUSED SILICA

TRIaATE

ONIUM

0!' 과

표면 가공 기술 때문에 $56 리소그래피를 위한

MEHACRYLATE

2
a

PROTOTYPE .! 을 이용하여 }M 선 폭
2
a

2
a

내부에서 COLOR CENTER 형성과 응축 현상이 발생하

을 만들었고 6ERSION " 로 8,3사의 '#! 를

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들 현상은 $56 광선을 흡

이용하여 }M 선 폭을 만들었으며

6ERSION

수하여 렌즈의 온도를 높이고 렌즈내의 3I/ 분

# 로 )3)사의 !R& -ICRO3TEP .! 을 이용하

자의 배열을 바꾸어 렌즈의 유전 상수를 변화시

여 }M 선 폭을 만들었다 그러나 6ERSION 계

킨다;=

2
a

2
a

열의 PHOTORESIST는 대단히 낮은 식각 저항력을 갖
고 있어 새로운 NM $56 PHOTORESIST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다
!CRYLIC 고분자 MALEIC ANHYDRIDE 고분자 CYCLIC
OLE`N 고분자 등이 유망한 NM $56 PHOTORE
SIST용 수지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RYLIC
고분자는 4OSHIBA .%# &UJITSU 등의 일본 반
도체 소자 제조업체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으며
MALEIC ANHYDRIDE 고분자는 ,UCENT 4ECHNOLOGIES
"ELL ,ABS 삼성 현대가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나
식각 저항력이 매우 낮은 결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CYCLIC OLE`N 고분자는 5NIVERSITY OF 4EXAS !USTIN
4EXAS

)"- "& 'OODRICH "RECKSVILLE /HIO 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식각 저항력이 우
수하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NM $56 PHOTORE
SIST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OLOR CENTER는 작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COLOR CENTER 형성이 포화되기 때
문에 리소그래피 성능 저하에는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으나 렌즈의 응축은 $56를 사용하는 시간
에 비례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장시간 후에는
렌즈의 특성을 크게 바꾸고 렌즈를 통과한 광선의
광로차를 변화시켜 리소그래피 성능을 저하시킨
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56에 의한 렌즈의
응축 현상은 이중 광자 PHOTONS 흡수 현상이
고 NM는 NM보다 FUSED SILICA 렌즈의 응
축을 [배 빠르게 진행시키며 렌즈의 응축은
r  K.)j



으로 표현된다 r는 $56 통

과 후 렌즈의 밀도차 는 $56 통과 전 렌즈의 밀
도 j 는 $56 광선의 펄스 길이NS

. 은 렌즈를

통과한 펄스의 수 ) 는 펄스당 에너지 그리고 K는

6) 자외선 흡수에 의한 유리 응축
광학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QUARTZ #A& ,I&

비례 상수이다 렌즈의 밀도 변화는 렌즈의 두께
를 변화시킨다 r,, ~ r  ,은 렌즈
의 두께이고 r,은 두께의 변화이다 렌즈의 두께

-G& 의 물질로 만들 수 있으나 이들은 자외선에

가 CM이고 파장이 NM이면 PPM의 응축은

대한 높은 흡수도와 나쁜 열적 특성과 매우 힘든

NM의 광로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고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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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폭의 #$ 제어를 어렵게 한다 렌즈를 통과

기 때문에 마스크의 열적 역학적 특성이 우수해

하는 광선 레이저의 전력을 낮추고 펄스의 길이를

야 하며 패턴 구조로부터 산란된 전자들 때문에

늘리면 렌즈의 응축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정기적

분해능의 한계가 있다 년에 !44 "ELL 연구

으로 렌즈를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와 넓

소의 과학자들은 마스크 패턴 구조로부터 산란된

은 투사 면적을 갖는 렌즈의 제작이 매우 어렵기

전자를 이용한 새로운 리소그래피 기술을 제안하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였다 전자 집광 렌즈를 이용하여 산란된 전자를
렌즈 초점에 집속하고 집속된 전자는 초점 위치에

6)) $56 리소그래피의 대안 기술

설치한 작은 구멍을 통과한다 통과된 전자빔은 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공간 전하 효과와 큰 각도로

파장이 NM로 내려오면서 새로운 NM
PHOTORESIST가 개발되어야 하고 FUSED SILICA 렌즈
의 응축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NM 파장으로
얻을 수 있는 분해능의 한계는 }M 정도이고
}M의 한계를 넘기 위하여 보다 짧은 파장을
이용하고 .!를 높이려면 새로운 PHOTORESIST를 개

산란된 전자가 감소되었으며 RESIST 박막에 투사되
어 마스크 패턴의 축소된 이미지를 웨이퍼에 인쇄
한다 이러한 산란된 전자를 이용한 리소그래피 기
술을 SCATTERING WITH ANGULAR LIMITATION PROJECTION
2
a

ELECTRON BEAM LITHOGRAPHY 3#!,0%, 이라고 한
다;=

발해야 하고 $/&가 줄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
술이 필요하다 많은 리소그래피 기술자들은 계속

패턴

Membrane

렌즈

원판 웨이퍼

적인 $2의 축소와 소자 크기의 증가를 추구하는
반도체 소자 개발자의 욕구를 $56,로서는 더 이
상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56,의 대안책으
2
a

로 3#!,0%,

%56, 82, )0, 등의 새로운 리

소그래피 기술을 반도체 공정에 이용하려 하고 있
다 오래 전부터 이들 리소그래피 기술에 대한 연

Resist 패턴

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광학 리소그래피 기술의 빠
른 발전으로 인하여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들은 광
학 리소그래피를 지금까지 이용하여 왔다 본 장

Membrane을 무사 통과한 전자빔은 원판의 구멍을 지나
resist에 투사되고 패턴 구조와 충돌한 전자들은 일부만이
resist에 투사된다.

에서는 이들의 새로운 기술의 기본 원리와 최근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0%,의 기본 원리
2
a

 3#!,0%,

a
2

그림  은 3#!,0%, 의 기본 원리를 보여준
2
a

다 3#!,0%, 의 마스크는 낮은 원자 번호 원자

기존의 ELECTRON BEAM LITHOGRAPHY %", 에서

들로 만든 MEMBRANE 바탕 위에 높은 원자 번호 원

는 마스크 패턴 구조가 입사된 전자 빔을 흡수하

자들로 형성된 패턴 구조를 갖는다 +E6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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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너지를 갖는 전자빔이 마스크에 투사되면 MEM

b # 이상 되어야 한다 "ELL ,AB의 3#!,0%, 과

BRANE은 작은 양의 에너지만을 흡수한 체 전자빔

학자들은 #! RESIST가 최상의 3#!,0%, RESIST라

을 무사 통과시키고 패턴 구조와 충돌한 전자들

고 한다 그들은 /LIN사의 RESIST !2#( 를 이용하

은 큰 각도로 산란되면서 마스크를 통과한다 산

여 }M의 선폭을 만들었으며  LINESSPACES

란된 전자와 무사 통과한 전자들은 전자 렌즈의

구조의 $/&를 }M까지 확장하는데 성공하였

초점 거리에 집광된다 초점 위치에 적당한 크기

다 이 정도의 성능은 NM $56 시스템으로서

의 구멍을 갖는 원판은 공간 전하 효과와 산란에

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3) 사는 "ELL

의해서 초점 위치에서 벗어난 전자들이 제거된 전

,AB과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3#!,0%, 의 상용

자들만을 통과시켜 RESIST 박막에 투사시킴으로서

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2
a

2
a

2
a

패턴의 축소된 그림을 웨이퍼에 그린다 다시 말
하자면 CONFOCAL 광학 현미경과 같은 원리이다
2
a

 %56,

3#!,0%, 은 %",보다 높은 THROUGHPUT과 높

파장이 $56 대역으로 내려 오면서 STEPPER

은 분해능을 제공하며 기존의 STEPPER 기술을 그

내부에서 사용되는 렌즈의 높은 흡수율과 응축

대로 이용할 수 있다 미스크 제작과 RESIST 개발

의 문제를 피하면서 NM 이하의 분해능을 달

2
a

이 3#!,0%, 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과제이다

성할 수 있는 새로운 리소그래피 기술이 년에

%",의 마스크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빔을 정지시

!- (AWRYLUK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AWRYLUK은

키기 위해서 패턴 구조물의 두께를 두껍게 해야 하

NM의 파장을 이용한 이 기술을 SOFT 8 RAY

는데 이는 패턴을 지지하는 MEMBRANE에 큰 스트

PROJECTION LITHOGRAPHY라고 명명하였으나 후에

2
a

레스를 준다는 점에서 3#!,0%, 마스크의 제작

과학 기술계는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이 보다 용이하나 아직도 패턴을 지지하는 MEM

%56, 라고 하였다;=

BRANE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56,의 기본 원리는 렌즈를 통과함으로서

2
a

3#!,0%, 에서 사용되는 RESIST는 감도가 상

SOFT 8 RAY가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히 높아야 한다 높은 에너지의 전자빔은 RE

%56, 시스템 내부에서 특수한 코팅을 한 평면

SIST와 웨이퍼를 가열하며 공간 전하 효과를 증

거울과 오목 거울만을 이용하여 SOFT 8 RAY를 집

가시켜 선폭의 #$ 제어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

광하고 투사한다그림   레이저 펄스 빔을 타

에 낮은 에너지의 전자빔으로서도 선 폭 인쇄가

깃 물질에 입사시키면 %56가 발생된다 %56는

가능케 하려면 RESIST의 감도가 높아야 한다 "ELL

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평면 거울과 오목 거울을

2
a

,AB의 3#!,0%, 과학자들은 +E6의 전자빔


2
a

통하여 마스크에 투사된다 마스크는 높은 반사율

에 대해서 }#CM 가 3#!,0%, RESIST의 최적

의 코팅 박막 위에 높은 흡수율을 갖는 )# 패턴 구

감도라고 말한다 또한 전자빔 흡수로 인한 가열

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로부터 반사된 %5

로 RESIST의 용해를 방지하려면 유리 전이 온도 TG 가

6,은 같은 패턴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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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56,은 다시 평면 거울과 오목 거울을 통하

있다 고 에너지의 레이저 펄스의 충돌에 의해서

여 배 축소되어서 RESIST 박막에 투사된다 %56

타깃 물질의 분말 입자가 발생되어 %56 코팅 거

코팅 박막이 증착된 거울들에 의해서 반사만 되기

울이 손상되지 않도록 %56, 시스템을 설계해야

때문에 렌즈의 흡수와 응축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

한다

나 우수한 코팅 표면과 낮은 열팽창 계수가 요구
된다
오목렌즈

웨이퍼
오목거울

마스크

평면거울

평면렌즈
오목
거울

웨이퍼
평면거울 평면거울

오목렌즈
마스크

타겟
물질

Laser

Laser-produced plasma
타겟에 충돌한 레이저빔은 EUV를 발생시키고 EUV는
오목 렌즈와 평면 거울에 의해서 마스크에 투사되고
마스크로부터 반사된 EUV는 다시 축소되어 웨이퍼에
투사된다.

평면렌즈

그림 
마스크로부터 반사된 %56를
웨이퍼에 투사시킨 광학 설계도

축소하여

%56 코팅이 증착된 거울들을 이용하여 플라
즈마로부터 %56 빔을 만들어 마스크에 투사하

그림  %56,의 기본 구조

고 마스크로부터 반사된 %56를 축소하여 RESIST에

%56, 시스템은 다섯 가지 기술의 통합으로

투사하려면 그림  과 같은 정확한 광학 기술이

이루어진다 즉 %56 발생 기술 %56를 집광하

필요하다 일정한 축소배율을 얻기 위한 오목 거

고 축소시키는 정확한 광학 기술 %56 코팅 증착

울의 정확한 곡률 반경 제어와 정확한 거울의 위

기술 %56, 마스크 제작 기술 %56 RESIST이다

치 제어가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코팅의 반사율

ELECTRON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거울을 이용하면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LASER INDUCED

RESIST에 투사되는 %56의 세기가 약화된다 코팅

PLASMA 등을 이용하여 %56를 발생시킬 수 있

의 표면도 표면 거칠기 계수가 NM 이하가 되도

으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레이저 유기 플

록 가공되어야 한다 그림  은  배 축소의 광

라즈마가 많이 이용된다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

학 시스템이다 보다 작은 선 폭을 얻으려면 더 많

는 레이저 펄스를 타깃 물질에 입사시켜 플라즈

은 거울을 이용하여 축소 배율을 늘릴 수 있으나

마를 발생시킴으로써 %56를 발생하는 기술이

%56의 세기가 약화되어 THROUGHPUT에 영향을 준

다 ,ASER TO %56 전환 효율이 이상 요구되며

다

싱크로트론
LASER &%,

자유전자레이저FREE

NS[*ULE의 레이저 펄스로 의 효율을 얻을 수

%56 코팅은 -O 3I 혹은 -O "E의 다층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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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ED 구조로 되어 있다 최고의 반사율을 얻
기 위해 다층의 주기 t 입사각 d 파장 g 사이에
"RAGG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g  t SIN d 거울 표
면 전체에 걸쳐서 균일한 반사율과 균일한 두께를
갖도록 코팅을 증착해야 한다 사용 파장에 대해

H표 I %56, TECHNICAL BASELINE VALUES;=
거울 반사율



빔 수축 거울의 수



평면 거울



2ESIST 감도

M*CM

창의 투과율



서 최고의 반사율을 얻을 수 있는 다중 층의 주기

창의 수



와 코팅의 두께를 결정해야 하고 코팅은 불순물을

레이저 에너지

[*ULEPULSE

최대 평균 레이저 에너지

K7

,ASER TO %56 전환율



적게 포함하고 열 팽창 계수가 작아야 한다
%56, 마스크는 웨이퍼 위에 %56 반사 코팅
과 RESIST를 증착하고 %",에 의해서 패턴을 만든
다 %56, 마스크 역시 불순물의 수가 적어야 한
p



다 개CM 이하  %56 코팅은 ION BEAM SPUT
p



TER 증착 기술 개CM 이 MAGNETRON SPUTTER




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림  는 82,의 기본
구조를 보여 준다 82,은 축소 투사가 아니라 
투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스크 패턴의 크기와 같

증착 기술 개CM 보다 불순물을 적게 만들기

은 그림이 웨이퍼 위에 인쇄된다;= 82,의 가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장 큰 장점은 8선의 유전 상수가 거의 모든 물질

2ESIST는 %56에 대해서 매우 높은 흡수율을 갖

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반사 산란 정

기 때문에 TOP SURFACE IMAGING 방법이 주로 이용

현파 발생 등에 의한 리소그래피 성능 저하를 염

되고 M*CM 이상의 높은 감도가 요구된다 $

려할 필요가 없다 그림  와 같은 8선 투사 장치



7HEELER ET AL은 M*CM 의 감도를 갖는 %56

는 36', 3!, #ANON에 의해서 제작되고 있다

RESIST를 이용하여  LINESSPACES구조를 인쇄하
였다
H표 I는 %56, 시스템의 각각의 요소들의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 5LTRATECH 3TEPPER는

Resist-마스크 간격(G)
마스크
holder

X-rays

마스크
holder

Resist
웨이퍼

3ANDIA .ATIONAL ,AB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5
6,의 상업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Membrane
패턴구조물

 82,
그림  82,의 기본 구조도

8 2AY ,ITHOGRAPHY 82, 은 년대 초부터
연구되어온 잘 알려진 리소그래피 기술이다 가장

마스크와 RESIST 박막 사이의 거리 '는 i}M

유망한 $56,의 대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범위 내에서 '  _Wg에 따라 조절된다 _는

학교 연구소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82, 시스템

K W는 인쇄하고자 하는 선 폭 g는 8선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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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iNM이다 82,은 RESIST에 대한 특별한 제

을 사용하고 %",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의 이온

한을 갖지 않는다 8선은 PHOTORESIST를 }M 까지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RESIST 하층 구조에 적은 손

침투하기 때문에 높은 $/&를 얻을 수 있다

상을 준다;= 그림  은 %",의 기본 구조이다

82, 마스크 제작이 가장 어렵다 최근에 미국

이온 발생 장치에서 발생된 이온은 다중 양극 전

의 .)34는 82, 마스크 제작에 관한 표준안을 제

극 배열에 의해서 빔으로 형성되어 마스크에 투사

안하였다 82, 마스크는 MEMBRANE 바탕 위에 높

된다 마스크를 통과한 이온 빔은 일정 배율로 축

은 흡수율의 패턴 구조물로 이루어졌다 3I#가 최

소되어서 RESIST에 투사된다 이온의 선택은 사용

적의 MEMBRANE 물질이고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마스크를 제작한다 3I# 지지기판 위에 4A나 7같

'A

은 고 흡수율 물질의 박막을 증착하고 우수한 열

한계를 갖는다 3#!,0%,과 마찬가지로 'LOBAL

적 역학적 특성을 위하여 열처리 후 %",에 의

공간 전하 효과는 집광 장치를 이용하여 줄일 수

한 패턴을 인쇄한 다음에 3I# MEMBRANE이 형성될
때까지 3I# 지지기판의 바닥을 에칭하는 방법과

( ( (E

"E

 )0,은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해서 분해능의

있으나 STOCHASTIC 공간 전하 효과는 피할 수가 없
다

먼저 3I# 지지기판의 바닥을 에칭하여 3I# MEM
BRANE이 형성한 후에 4A나 7를 증착하고 %", 패

이온 건

턴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온빔

82, 마스크 위의 불순물도 역시 리소그래피

양전극 배열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 마스크 위의 불순물을 검
색하고 교정하는 장비가 +,! &%) 3%)+/ 등의

Stencil 마스크

업체들에 의해서 제작되고 있다 최근에는 근접장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방법도 제안되었다 )"-과

Off-axis 투사 장치

.!4#는 상업용 마스크를 제작하기도 한다

Resist

82,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오면서 기술
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결되었으며 많은

X-Y scanning stage

웨이퍼

리소그래피 기술자들은 82,이 $56,을 계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OTOROLA )"- ,OCKHEED

그림  )0,의 기본구조도

3ANDERS는 82, 시스템을 생산 공정에 적극적으
로 설치하려고 한다

)0, 마스크는 3I MEMBRANE을 %",과 식각 공
정을 거친 후 구멍들로 형성된 패턴이다 그러므

 )0,
)ON 0ROJECTION ,ITHOGRAPHY )0, 의 원리는
%",과 비슷하다 %",은 전자 빔 대신에 이온 빔

로 도넛 형태의 패턴은 불가능하다 이온의 에너
지는 +E6 정도이고 MEMBRANE은 이온을 흡수
하고 구멍 패턴은 이온을 무사 통과시킨다 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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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E에 구멍 패턴을 만들면 스트레스의 균형이

하려는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

깨져 MEMBRANE이 뒤틀려서 패턴의 형태가 변할

다 3#!,0%, 는 기존의 %", 보다 높은 분해능

수 있다 이온을 흡수하여 MEMBRANE이 가열되기

과 THROUGHPUT을 제공하나 다른 리소그래피 기술

도 한다

보다 낮은 THROUGHPUT을 갖는다 %56,과 82,의

2
a

)0,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이온과

가장 큰 과제는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는 마스크

RESIST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UGHES 2ESEARCH

제작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높은 감도의 %56,

,ABS는 'A

를 이용하여 NM 선 폭을 만들었으

RESIST가 요구되나 많은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들은

를 이용하여 -)4는 NM 선폭의 0--!

RESIST의 제한이 없는 82,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

RESIST 구조를 .%#는 NM 선폭의 3!, RESIST

다 )0,은 최근에 집중 투자에 힘입어 많은 발전

구조를 제작하였다

을 하였으며 차세대 리소그래피 장비로서 82,과

며 "E

)0,은 미국의 ADVANCED LITHOGRAPHY GROUP

심한 경쟁을 할 것이다 또한 리소그래피 목적 외

!,' 과 유럽의 MICRO ELECTRONICS DEVELOPMENT FOR

에도 이온 주입과 같은 다른 반도체 공정에도 이

%UROPEAN APPLICATIONS -%$%! 의 주도로 연구

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이 되어 왔다 !,'는 $!20!의 지원으로 형

그밖에 SPATIAL LIGHT MODULATOR를 이용한 리

성된 )0, 콘소시엄이다 ,AWRENCE "ERKELEY ,AB은

소그래피 기술;=과 입사파와 반사파 간의 간섭

E6 &7(-의 이온 발생 장치를 개발하였고 /AK

효과를 이용한 리소그래피 기술;=도 최근에 관

2IDGE .ATIONAL ,AB은 이온 집광 렌즈 시스템을

심을 끌고 있다 또한 SCANNING PROBE MICROSCOPE

개발하였으나 현재 $!20!의 지원 중단으로 PRO

30- 을 이용하여 수 NM 크기의 소자 개발이 가

TOTYPE )0, 시스템 제작이 미완성된 상태이다

능하다 3CANNING TUNNELING MICROSCOPE 34- 과

-%$%!는 천 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년에

ATOMIC FORCE MICROSCOPE !&- 을 이용하여 강한

)0, 마스크 제작 장비를 개발하고 년에 PRO

탐침력으로 금속 박막을 주사하면 공기 중에 있는

TOTYPE )0,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분과 화학 반응을 하여 주사된 지역이 산화되고
이 지역은 전자에 대한 부도체 역할을 한다 30

6))) 결 론
$56, 3#!,0%, %56, 82, )0, 등의 기
본 원리와 최근 기술동향을 요약 소개하였다 $5
6,은 새로운 NM RESIST의 개발이 되어야 하며

-을 이용한 이러한 방법의 리소그래피는 수 NM의
분해능을 제공하며 양자 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소
자의 연구 개발을 가능케 하나 소자의 대량 생산
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NM 이하의 선 폭을 제작하려면 또 다시 파장
을 줄여야 하고 렌즈 응축 새로운 파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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