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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노광방법 및 노광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한 디바이스제조방법

요약

노광장치는, 조명광학계와; 상기 조명광학계로부터 노광광의 일부를 수광하는 제1수광수단과; 레티클이 
놓이는 장소이외의 위치에 형성된, 상기 노광광을 투과하는 투과부를 지닌 이동가능한 레티클스테이지
와; 상기 투과부를 통해서 투과된 노광광을 수광하는 제2수광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노광장치의 개략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감도보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위치관계를 설명하는 개략도.

제3도는 제2광량검출기와 투과부와 노광가능 범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략도.

제4도는 다른 예에 있어서, 제2광량검출기와 투과부와 노광가능 범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략도.

제5도는 제1도의 노광장치에 있어서의 노광량 제어의 일례를 설명하는 순서도.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노광장치의 개략도.

제7도는 제6도의 실시예의 노광장치에 있어서의 감도보정공정을 설명하는 순서도.

제8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노광장치의 개략도.

제9도는 제8도의 실시예의 노광장치에 있어서의 감도보정공정을 설명하는 순서도.

제10도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공정을 설명하는 순서도.

제11도는 제10도의 공정중 웨이퍼 공정의 상세를 설명하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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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광원                                    2 : 빔정형광학계

3 : 옵티컬인터그레이터              4,17 : 집광렌즈

5 : 반투명거울                           6 : 마스킹블레이드

7 : 결상렌즈                              8 : 미러

9 : 레티클스테이지                    10 : 투영광학계

11 : 웨이퍼                               12 : 제1광량검출기

13 : 제2광량검출기                   14 : (광)투과부

15, 16 : 기준반사면                  100 : 조명광학계

101 : 주사제어계                      102 : 광량연산기

103 : 광원제어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IC나 LSI 등의 반도체 디바이스, CCD 등의 촬상소자, 액정패널 등의 표시디바이스, 
또는 자기헤드 등의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공정중 하나인 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노광방법 및 노광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한 디바이스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IC 또는 LSI 등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리소그래피에 의거해서 제조할 때에, 레티클(마스크)의 패턴을 직
접 또는 소정의 비율로 축소해서 웨이퍼에 도포된 감광재에 프린트하는 노광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웨이퍼에 도포된 감광재에는 적정노광량이 결정되어 있고, 종래의 노광장치에서는 조명광학
계속에 반투명거울을 배치하고, 이 반투명거울에 의해서 분기된 노광량을 수광소자(제1수광수단)에 의해 
모니터한 후, 그 측정결과에 의거해서 적정노광량을 얻도록 노광제어를 행하고 있다.

반도체 디바이스의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외영역의 광을 발하는 엑시머레이저가 노광장치의 광
원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광광으로서 엑시머레이저를 사용한 경우, 예를 들면 조명계, 반투명
거울 등의 광학부재 및 코팅막의 광학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엑시머레이
저광의 조사에 의해 유리재료 또는 코팅막의 굴절률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것이 일어
나면, 반투명거울에 의해서 분기된 엑시머레이저광의 광량과 웨이퍼상에 도달하는 엑시머레이저광의 광
량과의 비가 변화하게 되므로, 이 비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해서 노광량제어를 행하면, 실제의 노광량과 
적정노광량과의 차가 소정의 허용치를 초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웨이퍼 근방에 수광소자(제2수광수단)를 배치하고, 조명광학계내의 
광량을 모니터하는 제1수광수단의 출력과 제2수광수단의 출력과의 비를 사용해서, 노광중의 제1수광수단
의 감도를 보정해서 적정노광량을 얻는 노광방법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복수의 수광수단의 출력비의 검출시, 실제로 노광에 이용되는 레티클(실제의 레티클)을 감도보
정용의 패턴을 지닌 전용의 레티클로 교환하거나, 혹은 실제의 레티클을 떼어낼 필요가 있어, 필요고 하
는 측정정밀도가 높을수록, 감도보정을 더욱 빈번하게 행해야만 하므로, 쓰루풋의 저감을 초래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실제의 레티클을 탑재한 채로 제1수광수단의 감도를 보정하는 것이 가능한 노광방법 
및 노광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한 디바이스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일양상에 의하면, 노광장치는, 조명광학계와; 상기 조명광학계로 부터 노광광의 일부를 수광
하는 제1수광수단과; 레티클이 놓이는 장소 이외의 위치에 형성된, 상기 노광광을 투과하는 투과부를 지
닌 이동가능한 레티클스테이지와; 상기 투과부를 통해서 투과된 노광광을 수광하는 제2수광수단을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의하면, 조명광학계와, 상기 조명광학계로부터 노광광의 일부를 수광하는 제1수
광수단과, 투영광학계와, 상기 투영광학계의 적어도 일부를 통해서 투과된 노광광을 수광하는 제2수광수
단을 구비한 노광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조명광학계에 의해 레티클을 조명해서 해당 레티클의 패턴을 웨
이퍼에 전사하는 노광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
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1비와,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
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2비를 검출하는 공정과; 적어도 1회의 노광을 행한 후, 상
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3비를 
검출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제2 및 제3비에 의거해서 상기 제1수광수단의 감도르 보정하는 공정을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의하면, 노광장치는, 조명광학계와; 상기 조명광학계로부터 노광광의 일부를 
수광하는 제1수광수단과; 투영광학계과; 상기 투영광학계의 적어도 일부를 통해서 투과된 노광광을 수광
하는 제2수광수단과; 상기 제1수광수단의 검출치의 감도를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보정수

16-2

등록특허10-0210569



단은 (i)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
간의 제1비를 검출하고, (ii)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2비를 검출하고, (iii) 적어도 1회의 노광을 행한 후, 상기 레티클이 노광
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3비를 검출하고, (iv) 
상기 제1, 제2 및 제3비에 의거해서 상기 제1수광수단의 감도를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의하면, 레티클의 패턴을 웨이퍼상에 전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디바이스 제
조방법에 있어서, 제1광검출수단을 이용해서, 조명광학계로부터의 노광광의 일부의 광량을 검출하는 공
정과; 제2광검출수단을 이용해서, 이동가능한 레티클스테이지의 레티클이 놓이는 장소이외의 위치에 형
성된 투과부를 투과한 노광광의 광량을 검출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광검출수단의 검출치에 의거해
서 상기 제1광검출수단의 감도를 보정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의하면, 조명광학계와 , 상기 조명광학계로부터 노광광의 일부를 수광하는 
제1수광수단과, 투영광학계와, 상기 투영광학계의 적어도 일부를 통해 투과된 노광광을 수광하는 제2수
광수단을 구비한 노광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조명광학계에 의해 레티클을 조명하여, 해당 레티클의 패턴
을 웨이퍼에 전사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지 않
은 상태에서의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1비와,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2비를 검출하는 공정과; 적어도 1회의 
노광을 행한 후,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3비를 검출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제2 및 제3비에 의거해서 상기 제1수광수단의 감도를 
보정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목적과, 특징 및 이점 등은, 첨부도면과 관련하여 취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의 이하의 설명을 고려하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시예의 개략도로서, 예를 들면, IC 또는 LSI 등의 반도체 디바이스, 액정디바이스, 
CCD 등의 촬상디바이스, 또는 자기헤드 등의 디바이스를 제조할 때 이용하는 주사형 투영노광장치에 적
용한 경우이다.

제1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압 Hg램프 또는 엑시머레이저로 이루어진 광원(1)으로부터의 광은, 소정의 
투과율을 지닌 투과율조정용의 ND필터(20)를 투과한 후, 빔정형광학계(2)에 의해 소망의 형상으로 정형
되어, 예를 들면 파리의 눈렌즈(fly's-eys lens)로 이루어진 옵티컬인터그레이터(3)의 광입사면으로 지
향된다. 이 파리의 눈렌즈는 복수의 미소렌즈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광출사면근방에 복수의 2
차광원이 형성된다. (21)은 2차광원의 크기나 형상을 결정하는 개구조리개이며, 조명의 σ값을 변경할 
경우나, 경사조면을 행할 경우에는, 이 개구조리개(21)를 다른 것으로 교환한다. (4)는 옵티컬인터그레
이터(3)의 2차광원으로부터의 광으로 마스킹블레이드(6)의 쾰러조명을 행하는 집광렌즈이다. 마스크블레
이드(6)와 레티클(R)은 결상렌즈(7)와 미러(8)에 의해서 서로 광학적으로 공역(conjugate)인 위치에 배
치되어 있고, 마스킹블레이드(6)의 개구의 형상을 정함으로써, 레티클(R)에 있어서의 조명영역의 형상과 
치수가 규정된다. 도면중 파선으로 둘러싸인 각 부재는, 조명광학계(100)의 구성성분이다. 레티클(R)은 
레티클스테이지(9)에 의해서 흡인유지되어 이들 레티클과 레티클스테이지는 제1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주
사된다. 레티클스테이지(9)에는, 노광광을 투과하는 광투과부(14)가 형성되어 있다. 통상, 레티클(R)에 
있어서의 조명영역은, 제1도의 주사 방향을 따라 그의 폭방향이 뻗는 슬릿형상의 장방형을 지닌다. (10)
은  투영광학계이며,  레티클(R)에  형성된  회로패턴을,  감광재료를  도포한  웨이퍼(W)에  축소투영한다. 
(11)은 웨이퍼가 설치된 웨이퍼스테이지이며, 제1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주사되고, 또 도면의 지면에 수
직인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웨이퍼(W)상의 상이한 노광영역에 대해서 레티클(R)의 회로패턴의 상을 형
성한다.  (101)은  구동기구(도시생략)에  의해서  레티클스테이지(9)와  웨이퍼스테이지(11)를 
투영광학계(10)의 투영배율과 동등한 비율로, 정확하게, 일정속도로 주사이동시키기 위한 주사제어계이
다.

(12)는 광량모니터용의 제1광량검출기이다. 집광렌즈(4)로부터의 조명광의 일부를 반투명거울(5)에 의해
서 분할하고, 그 분할된 광을 상기 검출기(12)에 의해서 모니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웨이퍼(W)에 공급
되는 노광량을 모니터하고 있다. 웨이퍼스테이지(11)상에 놓인 웨이퍼(W)의 근방에는, 수광면의 높이가 
웨이퍼(W)와 거의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조정된 제2광량검출기(13)가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제2광량검
출기(13)는 웨이퍼(W)면에 상당하는 면상의 광량을 검출할 수 있다. 제1광량검출기(12)는 집광렌즈(4)와 
반투명거울(5)에 대해서, 마스킹블레이드(6)와 광학적으로 공역인 관계로 배치되고, 또 웨이퍼(W)의 노
광면,  즉  제2광량검출기(13)의  수광면과도  마찬가지의  관계로  배치되어  있다.  (102)는 
제1광량검출기(12)로부터의 신호를 처리해서 광원(1)의 출력에너지를 적정한 광량이 되도록 결정하는 광
량연산기이며, 광원제어계(103)는 광량연산기(102)로부터의 신호에 응해서 광원(1)의 출력에너지를 제어
한다.

제2도는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  (13)의  감도보정을 행할 때의 레티클스테이지(9),  투과부(14)  및 
제2광량검출기(13)의  위치관계를 도시한 장치 전체의 개략도이다.  레티클스테이지(9)는,  투과부(14)가 
투영광학계(10)의 광축상에 위치하도록 구동기구(도시생략)에 의해 구동되고, 마찬가지로, 웨이퍼스테이
지(11)는, 제2광량검출기(13)가 광축상에 위치하도록 구동기구(도시생략)에 의해 구동된다.

제3도는  제2도의  감도보정을  행할  때의  제2광량검출기(13)의  수광면과  레티클스테이지(9)의 
광투과부(14)의 투영광학계(10)에 의한 투영상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범위가, 조명광학계(100) 및 투영광학계(10)에 의해서 조명될 수 있는 노광 가능범위(조명영역)이다. 주
사형 노광장치에 있어서, 이 노광 가능범위는, 통상, 주사방향(화살표)으로 그의 폭방향이 연장되는 장
방형을 지니며, 또는 원호의 슬릿형상을 지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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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광량검출기의 수광면은, 주사방향에 관해서는 노광 가능범위보다도 길고,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방향
에 관해서는 노광 가능범위보다도 충분히 짧은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주사노광에서 웨이퍼(W)면에 있
어서의 노광량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사방향으로 적산한 광량이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길이방
향에 대해서 일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제2광량검출기(13)를 길이방향을 따라 각기 상이한 위치로 순차 
이동시키면서, 각 위치에서의 광량을 측정함으로써, 슬릿의 길이방향을 따른 단위길이당의 주사방향에 

관한 적산조도(mW/ )를 구할 수 있어, 길이방향을 따른 조도분포의 측정이 가능하다.

이  상태에서  광원제어계(103)로부터의  신호에  응해서  광원(1)을  발광시켜서,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13)에 각각 입사하는 광량을 계측한다. 여기서 제1광량검출기(12)에서 얻을 수 있는 
신호를 S1, 제2광량검출기(13)에서 얻을 수 있는 신호를 S2라 한다. 각각의 신호 S1과 S2는 웨이퍼(W)면
에 상당하는 면상에 있어서의 단위시간내의 광량 혹은 광원(1)이 펄스광원일 경우에는 1펄스당의 광량에 
대응하는 값(또는 소정펄스수 마다의 적산광량에 대응하는 값)이다. 초기설정시(장치의 동작개시시 또는 
정기적인  보수시)에는,  웨이퍼스테이지(11)상에  절대조도계를  장착해서  광량의  측정을  행하고, 

(gS1)ini (fS2)ini E의 관계가 되도록 감도조정(이득조정)을 행한다. 여기에서, E는 절대조도계로 측정

된 웨이퍼(W)상의 광량이고, g 및 f는 각각 출력신호 S1 및 S2를 광량으로 변환하는 이득이다.

광학부재는 경시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gS1과 실제의 웨이퍼면상의 광량은 동일하나, 경시변화가 생기
면, gS1과 실제의 웨이퍼면상의 노광량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광학부재의 경시변화에 의한 광량측정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제1광량검출기(12)와  제2광량검출기(13)로부터의  출력신호를 

광량연산기(102)로  인가하여  보정계수 (fS2/gS1)cal을  계산하고,  g gold 가  되도록  이득보정을 

행한다. 여기서, gold는 감도보정전의 이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웨이퍼(W)상의 광량이 정확하게 측정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노광량으로 노광처리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제4도는 제3도에 표시한 것과 비교를 위하여, 레티클스테이지(9)의 광투과부(14)의 형상이 다르고, 투영
광학계로 투영된 투과부(14)의 상이 제2광량검출기(13)의 수광부보다도 작은 다른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에 있어서,  레티클스테이지(9)로부터 레티클(R)을 먼저 떼어내고,  제2광량검출기(13)의 수광부가 
전부 차광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광량신호S2와, 제4도와 같이 투과부(14)로 일부 차광된 상태에서의 광량

신호S2'를 측정해서, 비례정수 (fS2/fS2')ini를 구해놓는다. 이 비례정수는, 경시변화에는 기본적으

로 영향받지 않으므로, 초기설정시에만 측정하면 된다. 감도보정을 행할 때에는, 제2광량검출기(13)와 
투과부(14)를  제4도에  도시한  위치관계로  한  상태에서,  광원(1)의  발광에  응해서,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 (13)에 입사하는 광량을 측정한다. 광량연산기(102)에 입력되는 이들 측정된 광량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각각 S1 및 S2'라 하면, 비 ' (fS2'/gS1)cal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노광을 행할 때에 g gold '의 관계가 되도록 감도조정을 행한다. 이것에 의해서, 웨이퍼(W)면상의 

광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적정한 노광처리가 가능해진다.

제2도에서는, 광투과부(14)와 제2광량검출기(13)를 투영광학계(10)의 광축상에 배치한 실시예를 도시하
였으나, 투과부(14)의 상과 제2광량검출기(13)의 수광부간의 위치관계가 제3도 또는 제4도에 도시한 관
계이면, 반드시 광축상에 있을 필요는 없다.

또, 제3도 또는 제4도에 도시한 제2광량검출기(13)의 수광면은, 노광 가능범위의 주사방향의 폭보다도 
길지만, 상기 수광면이 노광 가능범위의 주사방향의 폭보다도 짧을 경우에는, 웨이퍼스테이지(11)를 2차
원적으로 구동함으로써 조도분포를 계측할 수 있다. 또, 주사방향의 적산광량은 측정결과를 주사방향에 
관해서 적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다음에, 제1도 또는 제2도의 주사형 투영노광장치의 광원(1)의 펄스광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광량설정방
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노광을 행하기 위한 잡(job)을 로드한다. 이 때, 예를 들면, 투영광학계(10)의 수치개구(NA), 조

명조건( 값 또는 변형조명) 및 마스킹블레이드(6)의 범위 등의 조건도 로드된다. 로드된 조명조건에 따

라서, 조명광학계(100)의 개구조리개(21)의 크기나 형상을 선택하고, 마스크블레이드(6)는 소정의 범위
를 차광하도록 구동된다. 다음에, 레티클스테이지(9)와 웨이퍼스테이지(11)를 구동해서, 광투과부(14)와 
제2광량검출기(조도모니터)(13)를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영광학계(10)의 광축상에 위치시킨다. 설
정전압  Vo에서  광원제어계(103)는  광원(1)을  발광시키고,  이때  얻어진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  및 

(13)의 출력신호 S1 및 S2를 이용해서, 광량연산기(102)는 감도보정계수 (fS2/fS1)ini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스테이지의 주사속도의 최대치VMAX( /sec)에 대해서는, 스테이지를 정밀도 좋게 제어하기 위

한 메카니컬한 최대속도와, 주사노광중에 필요한 최저펄스수로부터 연산되는 최대속도 중 보다 느린 쪽

의 속도를 선택하면 된다. 웨이퍼(W)에 공급해야 할 단위 면적당의 노광량을 Ew(mJ/ ), 광원(1)의 펄스

발진주파수를 f(Hz), 주사방향에 있어서의 1펄스당의 웨이퍼(W)상의 투영광량을 Ep(mJ/ )라 하면, 웨이

퍼스테이지(11)의 주사속도 V는 V Ep f/Ew( /sec)이다.

V VMAX  일 경우에는, 주사제어계(101)의 제어하에서, 웨이퍼스테이지(11)는 주사속도 V에서 정속주사되

는 반면, 레티클스테이지(9)는 투영광학계(10)의 투영배율의 비를 곱한 주사속도로 정속주사되어, 노광
이  행해진다.  노광량제어는,  제1광량검출기(12)에서  검출되는  1펄스당의  광량이  Ep가  되도록 

광원제어계(103)를 제어한다. 실제의 노광에서는, 광원(1)의 출력에너지는, 펄스마다 소정범위내에서 편
차가 있으므로, 웨이퍼(W)상의 광량도, 펄스에 의한 조사에 의해 편차가 생긴다. 이 펄스마다의 편차를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이전의 펄스광의 광량에 따라서 다음회의 발광될 펄스의 목표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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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VVMAX 일 경우에는, 1펄스당의 조사광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광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1펄스당의 조사광량( Ep-1-VMAX Ew/f)을 광량연산기(102)에서 연산해서, 조사광량이 Ep-1이 되도록 

광량제어계(103)에 의해 설정전압을 내리는 방법, 또는 조명광학계(100)의 광로중에 적당한 투과율을 지
닌 ND필터(20)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최적인 ND필터(20)의 투과율은 광량연산기(102)에 의해 계산가

능하며, 상기 ND필터(20)의 적당한 투과율을 γ라 하면, γ VMAX Ew/f/Ep 의 관계를 만족하는 범위내에

서 최고투과율을 가진 필터를 선택하면 된다. ND필터(20)의 선택방법에는, 예를 들면, 터릿형상으로 배
치된 복수의 필터중 최적인 것을 선택하는 방법 또는 복수의 ND필터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Ew/ EpMAX f/VMAX 일 경우에는, 광원(1)의 설정전압을 변화시켜서 펄스에너지를 조정하는 방법과, ND

필터를 사용해서 펄스에너지를 조정하는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하여, 항상 속도 VMAX에서 주사를 행하는 

것이 쓰루풋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광원제어계(103)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는 전압의 한계내에서 조정

가능한 웨이퍼(W)상의 광량 Ep의 범위를 EpMAXEpEpMIN(mJ/ )이라 하면, Ep1MAXVMAX Ew/8/γEpMIN의 관계를 만

족하는  투과율  γ의  필터를  설정함으로써  소망의  광량을  달성할  수  있다.  ND필터(20)의  투과율은 
(EpMIN/EpMAX)(N은 정수)보다도 좁은 간격으로 최저 5∼10%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다음에, 주사형 노광장치에서 펄스발진타이밍의 제어에 의거한 노광량제어의 일례를, 제5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웨이퍼(W)의  노광량  Ew(mJ/㎠)를  설정하면(스텝101),  Ew/ EpMAX f/VMAX일  경우에는,  주사속도 

VMAX( /sec),  ND필터(20)의  투과율γ  및  1펄스당의  웨이퍼(W)상의  조사광량  Epo(mJ/ )이 

결정된다(스텝102). 광량연산기(102)에 의해 계산되는 감도보정 계수를 라 하면,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에 대한 이득은 g gold 가 된다(스텝103). 다음에, 레티클스테이지(9)와 웨이퍼스테이지(11)

를 소정의 위치로부터 이동개시시키고(스텝104), 레티클(R)의 패턴이 조명계(100)에 의한 노광영역에 달
하기  전에,  광원제어계(103)에  의해  광원(1)을  발광시켜(스텝105),  조사광량이  Epo이  되도록 

광원제어계(103)의 지령신호를 조정한다.

레티클스테이지(9)와 웨이퍼스테이지(11)의 속도가 등속으로 된 후, 웨이퍼(W)의 노광이 개시되면, 제1
광량검출기(12)를 사용하여 펄스당의 광량을 계측해서(스텝 106), 목표치와의 차이분을 구한다. 이 결과
로부터, 광량연산기(102)로 광원(1)의 펄스발진간격을 계산하고, 광원제어계(103)로 광원(1)의 발진타이

밍을 제어한다. 초기설정된 펄스발진주파수를 fo이라 하면, 초기에 설정시킨 펄스간격은 To 1/fo(sec)

이다. 제1광량검출기(12)에 의해 측정된 광량이 목표치 Epo에 대해서 Epo'인 경우에는, 다음의 펄스발진

까지의 간격 Ti는 Ti To Epo'/Epo 이며, Ti(sec)경과후에 펄스를 발진시킨다(스텝 107). 이후의 펄스

에 대해서도 상기 제어를 반복한다(스텝 108 및 109).

제5도의 예외에,  펄스발진타이밍 제어에 의거한 노광량제어의 다른 방법으로서, 웨이퍼스테이지(11)의 
위치를 모니터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설정 펄스발진주파수를 fo, 주사속도를 VMAX라 하면, 

기준이 되는 웨이퍼스테이지(11)의 이동량 Xo은 Xo VMAX/fo( )이 된다. 제1광량검출기(12)에서 측정된 

광량에 대응하는 검출신호가, 목표치 Epo에 대해서 Epo인 경우, 광량연산기(102)로 다음의 펄스발진까지
의 이동량 Xi를 계산해서, 웨이퍼스테이지(11)가 Xi만큼 이동한 시점에서, 다음회의 펄스를 발진시킨다. 

여기서, Xi Xo Epo/Epo의 관계에 있다.

제5도에 있어서,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13)에 의거한 감도보정타이밍은, 예를 들면, 웨이퍼 1매당 
또는 N매의 웨이퍼당으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상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주사형 노광장치를 예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을 스텝 앤드 리피트형
의 투영노광장치(스테퍼) 혹은 콘택트방식이나 프록시미티방식의 노광장치에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노광장치의 개략도이다. 제6도에 표시한 부재중 제1도에 표시한 
것과 동일한 부호의 부재는 기본적으로 제1도의 것과 동일한 기능을 지니나, 제1도의 노광장치가 주사노
광장치인 반면, 제6도의 노광장치는 스테퍼이다. 따라서 제6도의 레티클스테이지는 노광시 정지상태로 
유지된다. 이하에서는 제1도의 실시예에 포함되지 않은 부재에 대해서 주로 설명한다.

웨이퍼스테이지(11)상의 웨이퍼(W)의 근방에는, 반사면의 높이가 웨이퍼(W)의 높이가 거의 동일하게 조
정된 기준반사면(15),(16)이 위치되어 있다. 기준반사면(15)은 노광광에 대해서 소정의 반사율을 지니고 
있고,  기준반사면(16)은  노광광에  대해서  반사율이  0이다.  기준반사면(15)에서  반사된  광은, 
투영광학계(10)  및  레티클(R)을  개재해서  조명광학계(100)로  되돌아가고,  조명광학계(100)의 
반투명거울(5)에 의해서 이 광의 일부가 반사되어, 집광렌즈(17)에 의해 집광되어서 제2광량검출기(13)
상에 입사된다. 제2광량검출기(13)의 광입사면은, 집광렌즈(17)에 대해서 마스킹블레이드(6)와 광학적으
로 공역인 위치에 위치되어 있고, 따라서, 레티클(R)의 회로패턴면 혹은 웨이퍼(W)의 표면과도 광학적으
로 공역관계에 있다.

광원(1)에는 예를 들면 고압 Hg램프 또는 엑시머레이저가 이용된다.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광원(1)으
로서 엑시머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 설명을 행한다. 일반적으로, 엑시머레이저를 노광장치의 광원
으로서 이용한 경우, 광량에 편차가 있는 펄스광에 의해서 1샷의 노광영역을 노광하게 된다.

다음에, 제6도의 투영노광장치에 있어서, 제1광량검출기(12)에 대한 감도보정에 의거한 적정노광량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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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순서를 제7도에 도시한 순서도에 의거해서 설명한다.

먼저, 초기설정시(장치의 동작개시시 혹은 정기적인 보수시)에는, 웨이퍼스테이지(11)상에 절대조도계(
도시생략)를  부착하고,  광원제어계(103)로부터의 신호에 응한 광원(1)으로부터의 소정수의 펄스발광에 
응해서,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를 측정한다. 이 때의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 S1이, 절대

조도계로 측정한 웨이퍼(W)면상의 광량(mJ/㎠/펄스)에 대응하는 값이며, E gS1로 표현된다. 다음에, 소

정의 반사율을 지닌 기준반사면(15)을 투영광학계(10)의 노광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제2광량검출기(13)의 

출력신호 S2를 이용해서, gS1 fS2( E)가 되도록 감도조정(이득조정)을 행한다. 여기에서, g 및 f는 출

력신호 S1 및 S2를 각각, 웨이퍼(W)면상의 광량으로 변환하기 위한 이득이다. 이 때, 제1광량검출기(12)
에 의해서 웨이퍼(W)에 공급되는 노광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적정한 노광제어를 행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러나, 광원으로부터 노광광의 조사에 의해서 광학부재의 투과율이 변화하면, 제1광량검출기(12)의 출
력신호 S1로부터 예측되는 광량과 웨이퍼(W)상의 실제의 광량에 차이가 생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광
량검출기(12)에 대한 감도보정을, (i)  레티클(R)을 로드하지 않은 상태와 로드한 상태에서 미리 실시되
는 제1감도보정스텝(제1스텝)과, (ii) 소정횟수의 노광을 행하여 제1감도보정스텝을 행한 후부터 광학부
재의 경시변화가 일어난 때에, 레티클(R)을 유지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제2감도보정스텝(제2스텝)에 의거
해서 행한다.

이하, 제1스텝에 대해 설명한다. 웨이퍼스테이지(11)를, 소정의 반사율을 지닌 기준반사면(15)이 투영광
학계(10)의 노광영역에 오도록 이동한 후, 광원제어계(103)로부터의 신호에 응해서 광원(1)을 발광시켜
서, 1펄스당의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 및 (13)의 출력신호 S1 및 S2를 광량연산기(102)에 인가하여, 
웨이퍼(W)면상의 광량을 연산한다. 이 때 gS1≠fS2인 경우에는, 조명광학계(100) 또는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이 경시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량연산기(102)에서 출력신호 S1 및 S2에 의거
해서 감도보정연산을 행한다. 제2광량검출기(13)의 출력신호 S2는, 조명광학계(100)의 반투명거울(5)이
후의 부분의 투과율을 TI, 투영광학계의 투과율을 TP, (소정의 반사율의) 기준반사면(15)의 반사율을 R이

라 하면,

로 주어지고, 조명광학계(100)와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의 2승에 비례하고 있다. 초기설정시에 절대조
도계를 이용해서 교정한 조명광학계의 투과율을 TIO, 그때의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을 TPO, 마찬가지로, 

경시변화후의 조명광학계(100)와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을 TI1 및 TP1이라 한 때, 경시변화후의 출력신

호로부터 연산되는 웨이퍼(W)면상의 광량의 비를 γ
2

fS21/gS11 이라 하면, gS11 fS20(S20은 경시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의 제2광량검출기(13)의 출력신호이다)로부터

로 표현된다. 여기서, γ
2
은 조명광학계(100) 및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변화의 2승에 상승한다. 이 경

우,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 S1로부터 예측되는 웨이퍼(W)면상의 광량 E는 E γ gS1로 된다. 이 

γ는 제1스텝의 감도보정계수로서, 광량연산기(102)에 보존된다.

다음에,  레티클(R)을 레티클스테이지(9)에 놓고,  반사율 R을 지닌 기준반사면(15)을 투영광학계(10)의 
노광영역으로 이동시킨 상태에서, 광원(1)을 발진시켜,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의 신호 S12 및 S22를 

측정한다. 그 후, 반사율이 0인 기준반사면(16)을 마찬가지로 투영광학계(10)의 노광영역으로 이동시키
고, 광원(1)을 발광시켜서,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 및 (13)의 출력신호 S13 및 S23을 출력한다.

여기에서, 레티클(R)의 회로패턴의 재료(예를 들면, Cr)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제2광량검출기(13)에 입사
되는 광량의 비율을 P1, 레티클(R)의 투과부분을 투과하여, 투영광학계(10)를 경유해서 기준반사면(15)에 

의해서 반사되고, 다시 투영광학계(10) 및 레티클(R)을 경유해서 제2광량검출기(13)에 입사되는 광량의 
비율을 P2라 하면,

가 된다.

이 S22와 S23와 차가 웨이퍼(W)면상의 광량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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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5)식은, 조명광학계(100)와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의 곱의 2승에 비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식에 있어서 광원(1)으로부터의 펄스마다의 광량분산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2광량검출기(13)의 
출력신호로부터 연산되는 웨이퍼(W)면상의 광량을,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로부터 연산되는 웨이
퍼(W)면상의 광량으로 계산한다.

이 때의 D의 값은 제2스텝의 감도보정계수를 연산하기 위한 초기치 D0으로서, 광량연산기(102)에 보존된

다.

상기 설명한 제1감도보정스텝에서, 노광을 개시하기 직전의 감도보정 및 제2스텝의 감도보정계수를 구하
는 데 필요한 초기치의 산출이 행해진다. 다음에, 레티클(R)의 회로패턴을 순차 투영노광하는 도중에서 
행해지는 제2감도보정스텝에 대해서 설명한다.

노광을 반복함으로써, 조명광학계(100) 혹은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이 변하므로, 본 실시예에서는, N
매의 웨이퍼의 노광이 종료하면, 재차 기준반사면(15),(16)을 투영광학계(10)의 노광영역으로 이동시켜
서,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 및 (13)의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감도보정을 행한다. 조명광학계(100)의 
투과율이 TI2로 변화하고,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이 TP2로 변화한 경우,

로 된다. 상기 식에서 얻어지는 계수 δ
2
은, 투과율변화의 2승에 상당하는 값이며, δ가 투과율변화에 상

당한다. 이 δ는 제2스텝의 감도보정계수로서 광량연산기(102)에 보존된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제2스텝의 감도보정을 N매의 펄스마다 행하였으나, 감도보정타이밍을 임의의 웨
이퍼의 매수로 설정하는 방법도 된다. 또, 투과율변동량이 어느 일정수치를 초과한 직후 감도보정을 행
하도록 설정하면, 감도보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투과율변화의 측정을 행하지 않으므로, 쓰루풋의 저하
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후의 노광에 있어서, 제1광량검출기(112)의 출력신호 S1로부터 예측되는 웨이퍼(W)면상의 광량 E는, 

E γ δ gS1로 된다. 여기에서 γ δ g가 제2스텝의 감도보정을 통해서 새롭게 구해진 출력신호 S1

에 대한 이득이다. 이것에 의해 웨이퍼(W)상의 광량이 정확하게 측정가능하여, 적정한 노광량으로 노광
이 가능해진다.

콘택트홀의 경우와 같이 레티클(R)의 회로패턴의 투과부분의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제2광량검출기(13)
의  출력신호  S22와  S23간의  차가  적어져서  계수  δ의  계산정밀도가  낮아진다.  그  결과, 

제1광량검출기(12)의  측정정밀도가  나빠진다.  레티클(R)이  이러한  패턴구조를  지닌  경우, 
투영광학계(10)에 입사하는 광량이 현저하게 적으므로,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변화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감도보정으로서는, 조명광학계(100)의 투과율변화만을 모니터하면 되므로, 반사율이 
0인 기준반사면(16)을 노광영역으로 이동시켜서, 제2광량검출기(13)의 신호 S22만을 측정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6)식 및 (7)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수 있다.

초기치를 D0이라 하면,

가 된다. 여기서, δ는 조명광학계(100)의 투과율변화에 상당하므로, 제2스텝의 감도보정계수로서 광량
연산기(102)에 보존된다.

제2광량검출기(13)의 위치는, 제6도에 도시한 예 대신에, 투영광학계(10)의 동공면과 광학적으로 공역인 
위치에 배치해도 된다. 또, 조명광학계(100)나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변화에 관한 정보가 얻어지는 기
타 다른 장소이어도 가능하다. 또한 집광렌즈(17)는 측정정밀도에 문제가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

또,  기준반사면(15)  또는  (16)의  크기가  레티클(R)의  회로패턴의  노광범위보다도  작을  경우에는, 
레티클(R)의 회로패턴의 투영범위내에서 웨이퍼스테이지(11)를 스텝이동시켜, 기준반사면(15),(16)의 위
치에 대응한 제2광량검출기(13)의 출력신호를 측정하고, 가장 출력이 높아지는 위치의 좌표를 기억시켜 
놓고, 레티클(R)을 로드한 상태에서는, 이들 위치로 기준반사면(15),(16)을 이동시켜 감도보정을 행해도 
된다.

제8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노광장치의 개략도이다. 여기서는, 제6도의 실시예와 다른 부분
의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웨이퍼스테이지(11)상의 웨이퍼(W)의 근방에는, 수광면의 투영광학계(10)의 광축방향에 관한 위치가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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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W)표면과 거의 동일한 높이에 위치된 제2광량검출기(13)가 배치된다. 초기설정시에는, 제6도의 실
시예와  마찬가지로,  웨이퍼스테이지(11)상에  절대조도계(도시생략)를  부착하고,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 및 (13)의 출력신호의 조정을 행한다.

다음에, 제8도의 투영노광장치에 있어서의 감도보정수순에 대해서, 제9도의 순서도를 참조해서 설명한
다.

제1스텝에  있어서,  레티클(R)을  레티클스테이지(9)에  장착하지  않은(언로드한)  상태에서, 
제2광량검출기(13)를 투영광학계(10)의 노광영역으로 이동시킨다. 이 상태에서, 광원제어계(103)로부터
의 신호에 응해서, 광원(1)으로 소정수의 광펄스를 발광시킨다.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13)의 출력
신호 S1 및 S2를 광량연산기(102)에 인가하여, 웨이퍼(W)면상의 광량을 연산한다. 여기에서, gS1≠fS2인 
경우에는, 초기설정시에 절대조도계를 사용한 조정시점으로부터, 조명광학계(100) 및 투영광학계(10)의 
투과율이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광량연산기(102)로 감도보정치가 계산된
다.  여기에서의 출력신호를 S1  및 S2라 하면, 이들 출력신호로부터 계산되는 웨이퍼(W)면상의 광량의 

비,  즉  ε fS21/gS11이  투과율의  변동에  상당한다.  이  ε가  제1스텝의  감도보정계수로서, 

광량연산기(102)에 보존된다.

다음에,  레티클(R)을  레티클스테이지(9)에  장착한(로드한)  상태에서,  제2광량검출기(13)를 
투영광학계(10)의 노광영역내로 이동시키고, 광원(1)을 소정의 에너지로 소정수의 광펄스를 발광시켜, 
제1 및 제2광량검출기(12) 및 (13)의 출력신호 S12 및 S22를 측정한다. 여기에서, 이들 각각의 출력신호

로부터 연산되는 웨이퍼(W)상의 광량의 비 fS22/gS12를 제2스텝의 초기치 D0으로 해서 광량연산기(102)에 

보존한다. 이후에 행해지는 실제의 노광중에는,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 S1로부터 예측되는 웨이

퍼(W)면상의 광량 E는 E ε gS1이 된다.

N매의 웨이퍼의 노광이 종료하면, 제2광량검출기(13)를 소정의 위치로 다시 이동시켜서, 제2스텝의 감도
보정을  행한다.  이  때의  출력신호를  S23,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를  S13이라  하면,  비율 

D fS23/gS13이 계산된다. 여기에서 광량연산기(102)에 기억되어 있는 D0과 D와의 비를 취해서, ζ D/D0

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ζ는 노광개시로부터 소정의 노광이 종료한 시점까지의 조명광학계(100)와 투영
광학계(10)의 투과율변화에 상당한다.  이 ζ가 제2스텝의 감도보정계수로서 광량연산기(102)에 보존된
다. 제2스텝의 감도보정이후의 노광에서는,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 S1로부터 예측되는 광량 E는, 

E ε ζ gS1로 된다. 여기에서, ε ζ g가 제2스텝의 감도보정을 통해 새롭게 구해진 출력신호 S1

에 대한 이득이다. 이것에 의해, 웨이퍼(W)면상의 광량의 정확한 측정 및 적정노광량에 의한 노광이 가
능해진다.

제2광량검출기(13)의  수광면의  크기가  레티클(R)의  회로패턴의  노광범위보다도  작을  경우에는, 
레티클(R)의 회로패턴의 투영범위내에서 웨이퍼스테이지(11)를 스텝이동시켜, 제2광량검출기(13)의 이후
의 위치에 대응한 제2광량검출기(13)의 출력신호를 측정하여, 가장 출력이 높아지는 위치의 좌표를 기억
해놓고, 제2스텝에서는, 이 위치로 레티클(R)을 이동시켜, 감도보정을 실행하면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미리 광원(1)에 인가하는 전압과,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와의 관계를 구해놓
고, 노광중에, 제1광량검출기(12)의 출력신호가 감도보정계수를 고려해서 설정한 값에 이르도록 광원제
어계(103)로 설정전압을 조정함으로써, 광량의 제어를 행한다. 또, 광원(1)으로부터의 펄스에너지는 편
차를 포함하므로, 제1광량검출기(12)를 통해 검출한 1펄스당의 목표치와 실측치와의 차이로부터, 다음의 
광량의 목표치를 초기에 설정한 값으로부터 변경하고, 이 변경된 목표치에 의거해서, 광량제어계(103)로 
광원(1)에 대한 설정전압을 변화시켜도 된다.

다른 방법으로서, 1샷당의 광량의 합계가 소정치를 초과한 시점에서 광원(1)의 발광을 중지하는 방법, 
또, 최후의 1펄스의 광량만을 조정해서 적산노광량이 설정치와 동일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스텝 앤드 리피트형의 투영노광장치(스테퍼)를 예로 설명하였으나, 콘택트방식 또는 
프록시미티방식의 노광장치, 혹은 스텝 앤드스캔형의 투영노광장치에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선행 실시예중의 어느 하나에 의한 노광장치를 이용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의 실시예에 대
해 설명한다.

제10도는 예를 들면, 반도체칩(예를 들면 IC 또는 LSI), 액정패널 또는 CCD등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
수순의 순서도이다. 스텝1은 반도체 디바이스의 회로를 설계하는 설계공정이고, 스텝2는 상기 설계한 회
로패턴에 의거해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공정이며, 스텝3은 실리콘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웨이퍼를 제조하
는 공정이다. 스텝4는 상기 준비한 마스크와 웨이퍼를 이용해서, 리소그래피기술에 의해 웨이퍼 위에 실
제의 회로를 형성하는 소위 전(前)공정이라 불리는 웨이퍼공정이고, 다음의 스텝5는 스텝4에서 처리된 
웨이퍼를 반도체칩으로 형성하는 후공정이라 불리는 조립공정이다. 이 공정은 어셈블링공정(다이싱 및 
본딩공정)과 패키징공정(칩봉인공정)을 포함한다. 스텝6은 스텝5에서 작성된 반도체 디바이스의 동작체
크, 내구성체크 등을 수행하는 검사공정이다. 이들 공정에 의해, 반도체 디바이스가 완성되어 출하된다(
스텝7).

제11도는 웨이퍼공정의 상세를 표시한 순서도이다. 스텝11은 웨이퍼의 표면을 산화시키는 산화공정이고, 
스텝12는 웨이퍼 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CVD공정이며, 스텝13은 증착법에 의해 웨이퍼 위에 전극을 
형성하는 전극형성공정이다. 스텝14는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시키는 이온주입공정이고, 스텝15는 웨이퍼
에 레지스트(감광제)를 도포하는 레지스트공정이며, 스텝16은 전술한 노광장치에 의해서 웨이퍼 위에 마
스크의 회로패턴을 노광에 의해 프린트하는 노광공정이다. 스텝17은 노광한 웨이퍼를 현상하는 현상공정
이고, 스텝18은 현상한 레지스트상 이외의 부분을 제거하는 에칭공정이고, 스텝19는 에칭공정후 웨이퍼 
위에 남아있는 레지스트를 박리하는 박리공정이다. 이들 공정을 반복함으로써, 웨이퍼 위에 회로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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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형성된다.

이상, 본 발명은 여기에 개시된 구조를 참조해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로써 한정되지 않고, 개량
목적이나 이하의 특허청구범위내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변형이나 수정도 포함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본 발명의 노광방법 및 노광장치에 의하면, 실제의 레티클을 탑재한 채로 광량모니터의 감도를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노광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조명광학계와; 상기 조명광학계로부터 노광광의 일부를 수광하는 제1수광수단과; 레티클이 놓이는 장소 
이외의 위치에 형성된, 상기 노광광을 투과하는 투과부를 지닌 이동가능한 레티클스테이지와; 상기 투과
부를 통해서 투과된 노광광을 수광하는 제2수광수단을 구비한 노광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투영광학계를 또 구비하고, 상기 제2수광수단은 상기 투영광학계의 적어도 일부를 투과
한 노광광을 수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이동가능한 웨이퍼스테이지를 또 구비하고, 상기 제2수광수단은 상기 웨이퍼스테이지상
에 설치되어, 웨이퍼와 광학적으로 공역인 위치에 배치된 수광면을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에 의한 검출결과에 의거해서 상기 제1수광수단의 감도보정에 
관한 보정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정보는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비에 의거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노광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광장치는 레티클과 웨이퍼를 주사하면서 노광을 행하는 주사노광장치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노광광을 제공하기 위한 엑시머레이저를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8 

조명광학계와, 상기 조명광학계로부터 노광광의 일부를 수광하는 제1수광수단과, 투영광학계와, 상기 투
영광학계의 적어도 일부를 통해서 투과된 노광광을 수광하는 제2수광수단을 구비한 노광장치를 사용하
여, 상기 조명광학계에 의해 레티클을 조명해서, 해당 레티클의 패턴을 웨이퍼에 전사하는 노광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상기 제1및 제2수광수단의 검
출치간의 제1비와,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
단의 검출치간의 제2비를 검출하는 공정과; 적어도 1회의 노광을 행한 후,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
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3비를 검출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제2 및 제3비에 의거해서 상기 제1수광수단의 감도를 보정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수광수단의 검출치는, 레티클과 광학적으로 공역인 면상에서 검출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노광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노광광은 엑시머레이저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방법.

청구항 11 

조명광학계와; 상기 조명광학계로부터 노광광의 일부를 수광하는 제1수광수단과; 투영광학계와; 상기 투
영광학계의 적어도 일부를 통해서 투과된 노광광을 수광하는 제2수광수단과; 상기 제1수광수단의 검출치
의 감도를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보정수단은, (i)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1비를 검출하고, (ii) 상기 레티클이 노광
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2비를 검출하고, (iii) 
적어도 1회의 노광을 행한 후,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3비를 검출하고, (iv) 상기 제1, 제2 및 제3비에 의거해서 상기 제1수광수
단의 감도를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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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제1반사율을 지닌 제1반사면 및 상기 제1반사율과는 다른 제2반사율을 지닌 제2반사면
을 또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반사면은 웨이퍼의 노광면과 대략 동일한 높이로 배치되어 있고, 상기 
제2수광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반사면에 의해 반사된 노광광을 수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수광수단은 웨이퍼의 노광면과 대략 동일한 높이로 배치된 수광면을 지닌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4 

레티클의 패턴을 웨이퍼상에 전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1광검출수단을 
이용해서, 조명광학계로부터의 노광광의 일부의 광량을 검출하는 공정과; 제2광검출수단을 이용해서, 이
동가능한 레티클스테이지의 레티클이 놓이는 장소 이외의 위치에 형성된 투과부를 투과한 노광량의 광량
을 검출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광검출수단의 검출치에 의거해서 상기 제1광검출수단의 감도를 보
정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광검출수단은 투영광학계의 적어도 일부를 투과한 노광광을 수광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광검출수단은, 웨이퍼스테이지상에 설치되고, 웨이퍼와 광학적으로 공역인 위
치에 배치된 수광면을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광검출수단의 감도는 상기 제1 및 제2광검출수단의 검출치간의 비에 의거해서 
보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레티클과 웨이퍼를 주사하면서 노광을 행하는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노광광은 엑시머레이저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20 

조명광학계와, 상기 조명광학계로부터의 노광광의 일부를 수광하는 제1수광수단과, 투영광학계와, 상기 
투영광학계의 적어도 일부를 통해 투과된 노광광을 수광하는 제2수광수단을 구비한 노광장치를 사용하
여, 상기 조명광학계에 의해 레티클을 조명하여, 해당 레티클의 패턴을 웨이퍼에 전사하는 디바이스 제
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기 제1 및 제2수
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1비와, 상기 레티클이 노광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1비를 검출하는 공정과; 적어도 1회의 노광을 행한 후, 상기 레티클이 노광
광의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수광수단의 검출치간의 제3비를 검출하는 공정
과; 상기 제1, 제2 및 제3비에 의거해서 상기 제1수광수단의 감도를 보정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수광수단의 검출치는 레티클과 광학적으로 공역인 면상에서 검출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노광광은 엑시머레이저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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