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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간절약형 높이측정을 이용하여 마스크패턴을 반복적으로 투영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전사투영장치에 있어서, 시간절약형 높이측정 방법이 이용된다. 투영 스테이션(105, 108, 111)에서 마스크(129)의 패턴

이 제 1 기판(120)의 필드 위로 투영되는 동안, 측정 스테이션(133)에서 제 2 기판(121)의 필드 높이가 측정된다. 측정 스

테이션에서, 기판 필드의 높이 및 기판홀더(113)의 높이는 각각 제 1 높이 센서(150) 및 제 2 높이 센서(160)에 의해 측정

되며, 기판 필드의 이상적인 높이와 관련한 기판홀더의 높이 값은 각각의 기판 필드에 대해 결정된다. 투영 스테이션에서,

기판홀더(111)의 높이만이 제 3 높이 센서(180)에 의해 제어된다. 제 2 및 제 3 높이 센서는 바람직하게 Z 측정 축이 부가

된 복합 XY 간섭계 시스템의 부분이다.

대표도

도 1

등록특허 10-0632427

- 1 -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투영 빔과 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사선감광층(radiation-sensitive layer)이 제공된 기판의 복수의 필드 상

에 마스크 패턴을 투영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판을 갖는 기판홀더를 투영 빔 내부 및 투영시스템 아래로 유도하기에

앞서, 각 기판 필드에 대하여:

- 투영 빔의 축에 평행한 방향에서 높이를 측정하는 단계;

- 기판홀더의 기준 평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단계;

- 기판홀더의 기준 평면의 높이 및 기판 필드의 높이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 및

- 상기 관계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에 의하여 기판의 표면 프로파일이 결정되며, 기판을 갖는 기판홀더를 각 기판 필드

조명용 투영 빔 내부로 유도한 후에는, 이 필드의 높이가 기판홀더의 기준 평면의 높이를 점검하는 단계에 의하여 조정된

다.

본 발명은 또한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산물 및 이 방법의 수행에 적당한 전사투영장치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장치는 스테

퍼(stepper) 또는 스텝 앤드 스캐너(step-and-scanner)일 수 있다.

배경기술

집적회로의 제조를 위한 이러한 형태의 방법 및 장치는 일본 특허출원 JP-A 61-196532에 개시되어 있다. 이 특허출원은,

집적회로 제조공정중에 이들 기판이 매번 다른 마스크패턴으로 연속되는 조명 사이에서 열처리를 거치므로 기판 표면이

변형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판 표면의 변형에 기인하여, 기판의 IC 영역이나 필드는, 마스크 패턴이 다른 기판

필드들 위에 묘화(imaging)되게 하는 투영렌즈 시스템의 초점심도를 벗어날 수 있어, 양호한 이미지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 기판 필드의 높이, 즉 투영렌즈 시스템의 광축에 평행한 축을 따르는 위치의 측정이 필요하다. 만일

높이 측정이 각 기판 필드에 대해 한 지점에서 수행된다면, 관련 기판 필드의 가능한 비평탄성이 측정될 수 없고, 전체 기

판 필드가 투영렌즈 시스템의 초점심도 내에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JP-A 61-196532의 목적은 전체 기판 필드 표면이 초점심도 내에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이 표면이 조명되기에는 너

무 불량한 품질을 갖는지 또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

을 위해, JP-A 61-196532는 기판의 필드가 투영 빔 내부 및 투영 렌즈 시스템(projection lens system) 아래로, 결국 투

영 스테이션(projection station)내로 유도되기 전에 이들의 가능한 경사 및 높이의 측정을 제안한다. 이 측정은 별도의 측

정 스테이션(measurement station)에서 행해진다.

현행 전사장치의 중요 변수는 수율(throughput), 즉 단위시간당 장치에 의해 조명되어 마스크패턴의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는 기판의 갯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사장치 분야는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JP-A 61-196532의 공개 후

에, 이들 장치의 여러 세대가 상호 계승되었다. 연속되는 세대와 더불어, 증가된 수의 전자구성요소를 갖는 집적회로가 제

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마스크패턴에 대하여 기판필드를 (투영 시스템의 축에 직각인 X 및 Y 방향에서) 정렬하고,

이들 필드를 초점맞춘 상태로 유지시키는 절차가 더 어렵고 시간소모적인 것임을 의미했다. 이러한 정렬동안, 예를 들어

US 4,778,275에 기재된 것으로서 기판의 정렬마크가 마스크의 마크 위에 묘화되는 정렬 시스템뿐 아니라, 기판의 X와 Y

이동 및 기판 필드의 위치가 좌표계에서 고정될 수 있게 하는 간섭계 시스템이 사용된다.

중요 해결책은 3개의 측정 축(measuring axes) 대신 최소 5개의 측정 축을 갖는 간섭계 시스템의 사용이었다. 이러한 간

섭계 시스템이 제공된 전사장치는 EP-A 0 498 499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간섭계 시스템으로 인하여, X축과 Y축을 따

르는 기판의 변위 및 Z축에 대한 회전이 측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X축에 대한 경사 및 Y축에 대한 경사도 역시 매우 정

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판 필드마다 별도의 정렬이 수행될 필요없이 각각의 기판 필드는 마스크패턴에 대하여

충분한 정확도로 위치될 수 있다. 이리하여, 기판을 조명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JP-A 61-196532에서, 기판필드의 높이 및 경사의 측정에 별도의 측정 스테이션이 사용된다. 이는 또한 다수의 기판홀더

를 사용함으로 인해 제 1 기판의 조명과 제 2 기판 상의 측정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 공지의 장치에서와 동일한 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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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배후의 원인은, 먼저 연속적으로 제 1 기판을 측정 조명하고, 이후에 연속적으로 제

2 기판을 측정 조명하는 식으로 기판별로 처리하는 장치의 경우, 기판필드 마다 수행되어야 하는 다양하고 추가적인 측정

단계에 기인하여, 전체 기판을 조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아주 길어지게 된다. 하지만, 최소 5개의 측정 축을 갖는 간섭

계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설비로 인해 JP-A 61-196532에서 언급된 문제점과 해결책이 극복되었고, 별도의 측정 스테이

션 및 병렬-시간(parallel-time) 측정과 조명없이도 목적하는 정확도가 달성될 수 있다.

더욱 작은 세부사항(details)이 묘화되어야 하고 기판 필드의 위치 정확도가 더 큰 것이 바람직한 최신 전사장치 및 현재

개발중에 있는 전사장치에 있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측정 축을 갖는 간섭계 시스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기판필드 별로

정렬을 행하고 초점 및 경사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 2개의 기판홀더 및 별도의 정렬 스테이션을 구비한 전사투영장치의 제공은, 예를 들면, EP-A 0 687 957과 JP-A

57-183031의 영문 요약서에서 이미 제안되었다. 이 정렬 스테이션에서, 기판들은 투영 스테이션으로 유도되기 전에 그들

이 존재하는 기판홀더에 대하여 정렬된다. 투영 스테이션에서는, 기판홀더만이 마스크패턴에 대하여 정렬되는데, 이는 신

속하게 수행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이다. 정렬 스테이션과 투영 스테이션 사이에서 이동될 수 있는 2개의 기판홀더

가 사용되므로, 제 1 기판이 투영 스테이션에서 조명되는 동안 제 2 기판은 정렬 스테이션에서 기판 지지체(substrate

support)에 대하여 정렬될 수 있어, 투영 스테이션에서 정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다.

JP-A 61-196532에서 설명된 높이측정 스테이션에서는, 예를 들어 3개의 공기 센서로 구성된 동일한 다중 높이센서가 기

판필드와 기판홀더의 기준 평면 양자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기판필드 표면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 전단

간섭계 시스템(shearing interferometer system)이 제공된다. 측정 디바이스의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측정절차가 비교적

많은 수의 단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판필드의 높이가 3개의 공기 센서에 의해 그 필드의 3개의 다른 위치에서 측정되어, 이 필드의 구배(slope)가 계산

될 수 있다. 이 구배는 "임시 베이스 평면(temporary base plane)"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높이측정 스테이션에 존재하는

수직 작동기(actuator)에 의하여 임시 베이스 평면이 간섭계의 기준평면에 평행한 것이 보장된다. 그리고 나서, 기판 표면

의 공기 센서는 기판홀더의 기준평면으로 이동한다. 다음에, 기판필드 표면의 형상이 간섭계 시스템에 형성된 간섭 패턴

(interference pattern)으로부터 계산되는 동안 기판필드는 간섭계로 측정된다. 이 단계시, 기판은 수직 작동기에 의해 수

직으로 작은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다음에, 기판 지지체 기준평면의 높이가 3개의 공기 센서로 측정된다. 최종적으로, 이

높이와 임시 베이스 평면 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정보는, 관련 기판의 도착후에,

기판필드의 높이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투영 스테이션으로 보내지는데, 투영스테이션에서는 투영 스테이션에 존재하는

3개의 공기 센서로 기판 기준평면의 높이만이 측정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JP-A 61-196532에서 설명된 것보다 간단하고 그와는 다른 개념에 기초하는 서문에 설명된 형태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각각의 기판필드의 높이측정에 있어서, 상기 필드 및 제 1 높이 센서는 투영

빔의 축에 직각인 평면에서 서로에 대하여 이동하며, 제 2 높이 센서는 기판 지지체 기준평면의 높이 측정에 사용되고, 관

련 기판필드의 이상적인 높이와 연관된 기판 지지체 기준평면의 높이는 이후에 계산되어 저장되고, 기판이 투영 빔으로 유

도된 후에는 각 기판필드에 대한 이러한 높이의 값만이 제 3 높이 센서에 의해 점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투영 빔의 축은 투영방사선의 대칭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사선은 둥근 단면 또는 환형 단면 또는 원형

세그먼트의 형태인 단면으로 된 단일 빔으로 구성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투영방사선은 예를 들어, 4개의 사분면으로 구성

되어 투영장치의 분해능을 증가시킬 목적을 갖는 4개의 하위빔(sub-beam)일 수도 있다. 대칭축은 4개 사분면의 중심을

관통하는 축이 된다. 마스크 평면의 영역에서 원형 세그먼트 형태인 단면의 투영 빔은 스텝 앤드 스캐너에 사용된다. 후자

의 경우, 대칭축은 원의 곡률 중심을 관통하는 축이다.

본 발명은, 기판필드를 측정하는 단일 높이 센서를 이용하고, 측정 방향에 직각인 평면에서 상기 필드와 상기 높이 센서를

상호관련하여 이동시키고, 상기 높이 센서는 매 시간 기판필드의 작은 부분만을 측정함으로써, JP-A 61-196532에서 설

명된 방법에 비해 더 짧은 시간 주기 내에 상당히 간단한 방법으로 기판필드의 높이와 프로파일이 측정될 수 있다는 인식

에 기초한다. 또한, 기판 지지체 기준평면의 측정에 제 2 높이 센서가 사용되므로, 제 1 높이 센서는 더 이상 기판필드로부

터 기준 평면으로 변위될 필요가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측정 디바이스의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측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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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바람직하게, 각 기판필드에 대하여 이 기판필드의 높이 및 기판홀더 기준평면의 높이가 동시에 측

정되는 것을 다른 특징으로 한다.

이는 측정 스테이션에 2개의 높이 센서가 사용되어 측정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기판을 구비하는 기판홀더가 투영 빔 내로 유도되기 전과 후 모두에서, 그리고 기판홀더 기

준 평면의 높이를 측정할 때, X축 및 Y축을 따라 기판의 위치 또한 측정되며, 여기서 X축 및 Y축은 3축 직교 좌표계의 축

이고, Z축은 투영 빔의 축에 평행하다.

전술한 간섭계 시스템으로 수행가능한 X 및 Y 측정에 기인하여, 기판필드의 위치는 이 기판필드의 높이와 동시에 간섭계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좌표계에서 측정된다. 이 측정의 결과는 투영 스테이션에서 특히, 기판필드의 확인에 사용될 수 있

다. 한편, X 및 Y 측정과 Z 측정의 조합은 이들 측정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증진시킨다.

각 기판필드의 X 및 Y 위치가 측정 스테이션 및 투영 스테이션의 양자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전사기술에 요구되는 정렬공

정의 일부는 기판이 투영 빔으로 유도되기 전에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방법의 실시예는, 기판을 구비한 기판홀더

를 투영 빔내로 유도하기 전에, 각 기판필드에 대한 관계가 상기 기판필드와 연관된 정렬마크 및 기판홀더 상의 최소 하나

의 기준 마크 사이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기판을 구비한 기판홀더를 투영 빔으로 유도한 후에는, 상기 관계를 이용하는 한

편 마스크 상의 대응 마크에 대하여 상기 기준 마크를 정렬함으로써, 각각의 기판필드는 조명되기 전에 정렬된다.

정렬절차중 시간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제 2 기판 상에서, 제 1 기판이 조명되는 동안, 상기한 바와 같이 실행될 수

있어, 정렬에 요구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 정렬에 필요한 X 및 Y 위치 측정이 기판필드의 높이를 측정할 목적

으로 이미 실행된다는 사실이 이용된다. 기판이 투영 빔 내로 유도되기 전에 정렬절차의 일부를 실행하는 원리 및 이점이

EP-A 0 687 957및 JP-A 57-183031의 영문 요약서에 설명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중 각별히 유리한 실시예는, 기판을 투영 빔 내로 유도하기에 앞서 다수인 기판필드의 표면 프로파일

결정시에, 연속적으로 검사된 필드가 상호 관련하여 배치되는 순서에 의해 형성된 대로의 일정 경로(route)를 따르고, 그

리고, 그 후에 기판이 투영 빔 내 및 투영 시스템 아래로 유도된 때에는 필드가 조명되는 동안 동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주로 (표면 프로파일이 결정되는) 측정위치 및 기판 위의 필드의 (조명이 발생하는) 노광위치 사이에

서 데이터의 매칭을 단순하게 한다. 이러한 실시예가 측정 및 노광 스테이션 모두에서 동일한 경로를 따르기는 하지만, 확

실히 허용될 수는 있으나 동일 순서를 따르도록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인지되어야 한다.

최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필드에서 마스크패턴의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 방법으로 제조된 IC와

같은 생산물이 잘 규정된 구조를 갖게 되고, 본 발명은 이러한 생산물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수행에 적당한 전사투영장치와도 관련된다. 이 장치는, 기판홀더 위에 배열된 복수

의 기판필드에 마스크패턴을 투영하는 투영 스테이션, 및 기판홀더 기준평면의 높이와 각 기판필드의 높이를 측정하는 측

정 스테이션을 포함하고, 장치를 통과하는 기판의 경로는 측정 스테이션을 통하여 투영 스테이션으로 연장되고, 측정 스테

이션은 기판필드 및 기판홀더 기준평면의 높이를 각각 측정하는 제 1 및 제 제 2 높이센서를 수용하고, 투영 스테이션은 기

판홀더 기준평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제 3 높이센서를 수용한다.

본 장치와 JP-A 61-196532에 따른 장치와의 차이는 후에 언급한 장치의 측정 스테이션이 단지 하나의 높이센서를 수용

하는 점이다.

최신 장치에서, 용량형(capacitive) 또는 공기압 미터(pneumatic meters)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높이센서가 사용될 수 있

다. 한편, 높이센서는 상호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직하게 3개의 높이센서는 광학 높이센서(optical height

sensor)이다.

광학 높이센서는 사용이 융통적이며, 장치에 추가적인 설비를 거의 요하지 않으며,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만하다.

투영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제 2 및 제 3 높이센서중 적어도 하나는 기판의 X 및 Y 변위와 위치를 측정하는 별도의 복

합 XYZ 간섭계 시스템의 부분을 형성하고, 간섭계로 결정되는 기판 변위의 수와 적어도 동등한 수의 X 및 Y 측정 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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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며, 상기 측정 축은 기판홀더 상에 배열된 X 및 Y 측정미러와 관련되고, 상기 간섭계 시스템은 XY 평면에 예각으로

기판홀더 상에 배열된 Z 측정미러와 관련되는 Z 측정 축을 더 구비하며, 상기 Z 측정 축과 Z 측정 미러(measuring mirror)

는 Z 반사기 및 Z 검출기와 더불어 높이센서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간섭계 시스템의 측정 축은 기판의 소정 방향(X, Y 또는 Z)에서 위치 또는 변위가 측정되는 축으로 이해된다. 이 측정 축은

관련된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빔의 주광선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측정 빔이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미러에 의해 시스

템을 통해 2회 보내지고 2회 반사된다면, 측정 축은 제 1 통로 위의 측정 빔의 주광선 및 시스템을 통과하는 제 2 통로 위

의 이 빔의 주광선 사이에 위치한다.

안정도 및 정확도와 관련하여, Z 측정 축과 더불어 연장되는 XY 간섭계 시스템은 확실히 전사장치에서 높이센서로 사용하

기에 적합하다. 높이 측정은 비교적 적고 단순한 수단: 추가 빔 스플리터 및 간섭계 시스템에서의 추가 Z 검출기, 및 기판홀

더 상의 추가 측정 미러로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높이센서를 제공하기 위해 투영 시스템과 기판 사이에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제 기판의 높이는 투영 시스템에 접속된 Z 반사기와 관련하여 결정된다.

사전에 인지된 바와 같이, 높이 측정에 부가하여 정렬 절차의 일부가 측정 스테이션에서 수행될 수 있다면 상당한 이점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설비를 제공하는 장치는, 측정 스테이션이 기판필드와 관련된 정렬 마크를 묘화하는 구성요소를 포

함하는 광학 정렬 시스템 및 정렬 시스템 내에서 기준 마크 상에 최소 하나의 기판홀더 정렬 마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기판테이블 위의 기판을 정렬하는데만 사용되는 측정 스테이션용 정렬 시스템은 전술한 JP-A 57-183031에 설명되어 있

다.

본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간섭계 시스템용 Z 측정 미러가 XY 평면에 대해 거의 45°각도로 기판홀더 상에 배열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Z 반사기가 XY 평면에 평행하면, Z 측정 빔이 Z 반사기의 전후로 동일 경로를 가로지르게 되므로 Z 측정 미러는 최소 폭을

갖게 된다.

본 장치는 간섭계 시스템용 Z 측정 미러가 X 또는 Y 측정 미러의 경사부 (beveled portion)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다른 특

징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기판홀더 측면은 직선부(straight portion) 및 직선부에 대해 바람직하게 45°각도인 경사부로 나뉘

어 지고, 양 부분 모두 반사형이다.

본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간섭계 시스템용 Z 측정 미러가 X 또는 Y 측정 미러 역시도 배열되는 기판홀더의 측면 상에

배열된 경사진 바(beveled bar)로 구성되어, 상기 바는 상기 측면을 관통하여 그 수직방향으로, 상기 측면의 작은 부분만

을 통과하여 Z 방향으로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Z 반사기가 투영 시스템의 홀더에 대항하여 배열되기 때문에, 전사장치에서 투영 시스템의 축 및 이 반사기의 일단 사이에

서, 예를 들면 70mm 급의 소정 거리가 존재하게 된다. 기판홀더의 말단 X 위치에서도, Z 측정 미러에 의해 반사된 측정 빔

이 Z 반사기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투영 시스템의 축과 Z 측정 미러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 말단 위치에서 상기 거리와 최

소한 동등해야 한다. 이는 Z 측정을 위해 기판홀더가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홀더가 소정 높이를 가져야 하고, Z 측

정 미러가 제공되는 측면 상에 X 또는 Y 측정 미러 역시 제공되어야 하므로, Z 측정 미러를 위한 기판홀더의 확장은 그의

중량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기판홀더에 고정적으로 접속된 얇은 바 상에 Z 측정 미러를 제공함으로써, 이 홀더의 중량은

제한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본 전사장치의 또 다른 특징적 성질에 의하면, Z 측정 미러는 바람직하게 기판으로부터 떨어져 기판홀더의 부분 상에 배열

된다.

홀더의 하부측에 Z 측정 미러를 배치하고, X 또는 Y 측정 미러를 그의 상부에 배치함으로써, X 및 Y 방향에서 동적 아베

에러(dynamic Abbe errors)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더욱이, 기판홀더의 관련 측면의 최대부 및 Z 측정 미러와 투영 시

스템 사이의 최대 공간은 기타의 측정에도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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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측정빔과 관련된 기준 빔을 위한 별도의 기준 미러(reference mirror)가 간섭계 시스템에 배열될 수 있다. Z 측정 빔과

Z 기준 빔을 받는 Z 검출기는, Z 측정 미러가 X 측정 미러와 동일한 기판홀더의 측면 상에 배열되는 경우 X 위치에 대한 정

보, 또는 Z 측정 미러가 Y 측정 미러와 동일한 측면 상에 배열되는 경우 Y 위치에 대한 정보와 혼합된 Z 위치에 대한 정보

로서 신호를 공급한다. X 위치 신호 또는 Y 위치에 대한 전자 미분(electronic differentiation)은 이 신호 상에서 실행되어

야 한다, 즉 이 신호는 순수한 Z 위치를 얻기 위해 X 위치 또는 Y 위치의 신호와 조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바람직하게 본 장치는 Z 측정 빔과 관련된 기준 빔을 위한 기준 미러가 Z 측정 미러도 배열되는 기판홀더의 그 측

면 상에 배열되는 X 또는 Y 측정 미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후에 광학 미분(optical differentiation)이 수행되고, Z 검출기의 출력신호는 순수한 Z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전자미분

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광학 미분은 간섭계 시스템과 관련한 전자회로의 처리 속도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게 되는 장점을

갖는다.

Z 측정 축에 대해, 측정 빔 및 관련된 기준 빔이 측정 미러 및 기준 미러에 의해 각각 반사된 후에,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는 Z 검출기 평면에서 이들 빔에 의해 형성된 방사선 스폿(radiation spot)이 가능한 한 만족스럽게 일치하게 하도

록 이들을 조합해야 한다. 이 검출기에 의해 공급된 신호는 최대 진폭(amplitude)을 갖는다. 하지만, 이들 방사선 스폿은

이들 빔과 관련된 측정 미러의 바람직하지 않은 경사에 기인하여 검출기에 대하여 옵셋(offset)되어, 이들 빔의 방향이 변

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빔 이반(離反: beam walk-off)으로 알려져 있다. Z 측정 빔은 Z 반사기뿐 아니라 Z 측정 미러에 의

해서도 반사되므로, Z 측정 빔에 대한 빔 이반이 Z 기준 빔에 대한 것보다 크다. 전술한 광학 미분법이 사용되는 경우, 즉 Z

기준 빔이 X 또는 Y 측정 미러로 보내지면, 빔 이반이 감소될 수 있다. 실제로, 그 후에 빔 이반은 양 빔 모두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광학 미분법은 제 2의 장점을 제공한다.

빔 이반을 더 감소시키기 위해, 본 장치는 바람직하게, 측정 미러에 의해 반사되고 검출기를 향하는 Z 측정 빔이 상기 미러

상에서 다른 반사용인 상기 측정 미러로 반사되게 하는 역반사기(retroreflector)와 Z 측정 빔의 경로가 결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측정 미러 상에서 Z 측정 빔의 이러한 추가 반사에 기인하여, 이 빔의 경로에 존재하는 미러의 경사와 관계없이 측정 빔의

원래 방향이 유지된다.

간섭계 시스템의 X 및 Y 측정 축의 수는 장치내의 기타 측정 시스템의 존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바람직하게 간

섭계 시스템은 Z 측정 축에 부가하여 적어도 5개의 다른 측정 축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효과적인 측정 정확도의 이점은 추가적인 측정설비, 즉 Z 측정의 것과 조합된다.

측정 빔이 전파되는 매체의 굴절율(refractive index) 변동과 무관하게 간섭계 측정을 행하기 위해, 간섭계 시스템은 파장

이 다른 두 측정 빔이 그를 따라 전파되는 측정 축을 가지는 것을 다른 특징으로 한다.

파장이 다른 두 빔으로 동일한 거리가 측정되고, 매체의 굴절율은 이 측정 빔의 파장에 의존하므로, 가능한 굴절율 변동이

측정될 수 있고, 간섭계 시스템의 측정 결과는 그에 의해 보정될 수 있다. 상기 측정 축은 별도의 기준 측정축이거나, 또는

다른 측정축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본 전사장치는 바람직하게, 측정 미러를 제외하고 Z 반사기와 마찬가지로 투영 스테이션-간섭계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투영 시스템 역시 강성적으로 고정되는 견고한 프레임에 배열되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하고, 이 프레임은 장치의 기타

구성요소로부터 격리되어 동적으로 현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소망하는 측정 정확도의 실현에 상당히 기여한다. 간섭계 유닛은 투영 시스템에 동요없이 강성적으로 결합

된다. 도량형 프레임 (metrology frame)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상기 프레임이 장치에서 동적으로 격리되거나, 또는 무진동

으로 현가되어 있으므로, 이 장치에 존재하는 간섭계 유닛의 위치는, 기판홀더가 그의 부분을 형성하는 기판테이블, 및 마

스크홀더가 그의 부분을 형성하는 마스크테이블에 대한 구동력과 같은 외부력에 의한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본 장치는 X 및 Y 측정 빔과 관련된 기준 빔용의 기준 미러가 투영 시스템의 홀더 상에 배열된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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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의 X 및 Y 위치는 더 이상 간섭계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측정되지 않으며, 투영 시스템에 관련하여 측정된다. 도량형

프레임의 가능한 변형은 위치 측정에 있어 무시할만큼의 작은 영향만을 갖는다.

본 발명의 이들 및 기타의 측면은 이후에 설명되는 실시예를 참조하여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사투영장치중 투영 스테이션의 실시예를 나타내고;

도 2는 별도의 높이측정 스테이션 및 2개의 기판홀더를 구비한 전사투영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고;

도 3은 투영 스테이션 및 측정 스테이션에 사용되는 높이센서를 나타내고;

도 4는 기판 상에서 측정을 위한 높이센서의 실시예를 나타내고;

도 5, 6 및 7은 복합 간섭계 시스템의 부분을 형성하는 양 스테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기판홀더용 높이센서의 제 1, 제 2 및

제 3 실시예를 나타내고;

도 8은 도량형 프레임을 구비한 투영 스테이션의 실시예를 나타내고;

도 9는 측정 스테이션 및 투영 스테이션에서 실행되는 간섭계 측정의 실측도(survey)를 나타내고, 그리고

도 10은 도 2의 장치에서 기판홀더에 의해 실행되는 이동을 나타낸다.

실시예

도 1은 기판 위에 마스크패턴을 반복적으로 묘화하는 광전사장치의 일 실시예의 광학적 구성요소를 모식적으로 나타낸다.

이 장치의 주요 구성부품은 투영렌즈 시스템(PL)을 수용하는 투영칼럼이다. 묘화되어질 마스크패턴(C)이 제공된 마스크

(MA)용 마스크홀더(MH)는 이 시스템 상부에 배열된다. 마스크홀더는 마스크테이블(MT)에 존재한다. 기판테이블(WT)은

투영렌즈 시스템(PL) 하부에 배열된다. 이 테이블은, 매번 다른 IC 영역(Wd)에 마스크패턴이 여러 차례 묘화되고 감광층

이 제공되는 기판(W)을 위한 기판홀더(WH)를 수용한다. 기판테이블은 X 및 Y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IC 영역 위에 마

스크패턴을 묘화한 후에 뒤에 오는 IC 영역이 마스크패턴 아래에 위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치는 예를 들면, 크립톤 플루오르(Krypton-Fluoride) 엑시머 레이저 또는 수은램프와 같은 방사원(LA), 렌즈 시스템

(LS), 반사기(RE), 및 콘덴서렌즈(CO) 등을 포함하는 조명계를 더 포함한다. 조명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투영 빔(PB)은 마

스크패턴(C)을 조명한다. 이 패턴은 투영렌즈 시스템(PL)에 의해 기판(W)의 IC 영역 위로 묘화된다. 조명 시스템은 EP-A

0 658 810에 설명된 바와 같이 대안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투영렌즈 시스템은 예를 들면, 배율 M = 1/4, 개구수 NA =

0.6, 그리고 직경이 22 mm인 회절제한(diffraction-limited) 이미지 필드를 갖는다.

본 장치는 다수의 측정 시스템, 즉 XY 평면에서 기판(W)에 대하여 마스크(MA)를 정렬하는 시스템, 기판홀더와 기판의 X

와 Y 위치 및 방위를 결정하는 간섭계 시스템, 및 투영 렌즈 시스템(PL)의 초점 혹은 이미지 평면 및 기판(W) 위의 감광층

표면 사이의 편차(deviation)를 결정하는 초점 에러 검출시스템을 포함한다. 전기 신호 처리와 제어 회로 및 구동기

(drivers) 또는 작동기(actuators)를 포함하는 이들 측정 시스템은 서보 시스템의 일부이며, 이에 의하여 기판의 위치와 방

위 및 집속이 측정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신호를 참조하여 보정될 수 있다.

본 정렬 시스템은 도 1의 우측 상단에 나타낸 마스크(MA) 내에서 2개의 정렬 마크(M1, M2)를 이용한다. 이들 마크는 바람

직하게는 회절 격자(diffraction grating)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안적으로 그들의 주위와 광학적으로 상이한 정사각형 혹은

띠 형태(strips)와 같은 기타의 마크로 형성될 수도 있다. 정렬 마크는 바람직하게는 2차원으로서, 즉 도 1에서 X 및 Y 방

향과 같이 2개의 상호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된다. 기판(W)은 바람직하게 역시 2차원 회절격자인 최소 2개의 정렬 마크

를 가지며, 이들중 2개(P1 및 P2)를 도 1에 나타내었다. 마크(P1 및 P2)는 패턴 (C)의 이미지가 형성되어야 하는 기판(W)의

영역 외부에 위치한다. 격자마크(P1, P2)는 바람직하게 위상격자(phase grating)이고, 격자마크(M1, M2)는 바람직하게 진

폭격자(amplitude grat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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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정렬 시스템의 특별한 실시예로서, 2개의 정렬빔(b,b')이 마스크 정렬마크(M2)에 대해 기판 정렬마크(P2)를 그리고

마스크 정렬마크(M1)에 대해 기판 정렬마크(P1)를 각각 정렬하는데 사용되는 이중 정렬 시스템을 나타낸다. 상기 빔(b)은

예를 들면, 미러와 같은 반사구성요소(30)에 의해 프리즘(26)의 반사면(27)으로 반사된다. 상기 면(27)은, 마크(P2)의 이

미지가 형성된 관련 마스크 정렬마크(M2)로 방사선의 일부를 빔(b1)으로서 통과시키는 기판 정렬마크(P2)로 빔(b)를 반사

시킨다. 반사 구성요소(11), 예를 들면, 프리즘은 마크(M2) 상부에 배열되고, 방사선 감지 검출기(radiation-sensitive

detector)(13)를 향하도록 상기 마크(M2)를 통과한 방사선을 방향짓는다. 제 2 정렬 빔(b')은 미러(31)에 의해 투영 렌즈

시스템(PL)에서 반사기(29)로 반사된다. 반사기(29)는 빔(b')을 프리즘(26)의 제 2 반사 표면(28)으로 통과시키고, 이 표

면은 기판 정렬마크(P1)위로 빔(b')을 방향짓는다. 이 마크(P1)는, 마크(P1)의 이미지가 형성된 마스크 정렬마크(M1)로 빔

(b')의 방사선 중 일부를 빔(b1')으로서 반사시키는 것과 같이 반사시킨다. 마크(M1)를 통과하는 빔(b1')의 방사선은 반사

기(11')에 의해 방사선 감지 검출기(13')를 향하게 된다. 이중 정렬 시스템의 작동은 미국 특허 4,778,275에 설명되어 있으

며, 이 시스템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도 1에 의한 정렬 시스템의 실시예는, 정렬 빔이 예를 들면, 633nm인 상당히 긴 파장을 갖는 것에 반해, 투영 렌즈 시스템

(PL)은 투영빔(PB)이 예를 들면, 248nm의 짧은 파장을 갖도록 설계된 장치에 특히 적당하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투영

칼럼(projection column)에서 추가 렌즈 혹은 보정 렌즈(25)와 결합한다. 이 렌즈는 투영 렌즈 시스템이 정렬빔의 파장에

대해 최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판 정렬마크가 마스크 정렬마크의 평면에 보정 배율로 묘화되는 것을 보장한다.

보정 렌즈(correction lens)는 투영칼럼 내에서, 한편으로는, 기판 정렬마크에 의해 생성되는 정렬빔의 다른 회절 차수

(order)인 서브 빔(sub-beam)이 보정 렌즈 평면에서 충분히 이격되어, 이들 서브빔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

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정 렌즈는 투영 빔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마스크 패턴(C)의 이미지에 무시할만한 영향을 갖는다. 보

정 렌즈(25)는 바람직하게 투영 렌즈 시스템의 푸리에(Fourier) 평면에 배열된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렬 빔(b,b1')

의 주 광선이 상호 교차하는 평면에 보정렌즈가 배열되면, 이 렌즈는 2개의 정렬 빔을 보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보정렌

즈(25)의 목적 및 작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미국 특허 5,100,237에 설명되어 있다.

회절 구성요소와 같은 웨지(wedge) 또는 다른 편향요소(deflection element)는 바람직하게 정렬 빔(들)의 경로 아래에서

정렬마크에 근접하여 배열된다. 이러한 편향요소(도 1에 도시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검출기(13 또는 13')에 의해 캡처되

는 선택된 정렬 빔 부분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위상차로 인한 정렬 에러가 방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상차는 기판 정렬마

크로부터 나오는 정렬 빔 부분의 대칭축이 마스크 플레이트와 수직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플레이

트 내에 오류 반사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요소가 제공된 정렬 시스템은 미국 특허 5,481,362에 설

명되어 있다.

글로벌 정렬로 지칭되기도 하는 마스크에 대하여 전체 기판을 정렬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 1에 나타낸 글로벌 정렬(global

alignment)마크(P1,P2)에 부가하여, 기판은 각각의 집적회로 영역의 마스크 패턴에 대하여 관련 영역을 정렬하기 위해 다

른 정렬마크, 예를 들면 집적회로 영역 당 하나의 마크를 구비할 수 있다. 마스크는 2개 이상의 다른 정렬마크를 가질 수 있

으며, 추가의 정렬마크가, 예를 들면, Z축에 대한 마스크의 회전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정에 사용될 수 있다.

기판 테이블(WT)의 X 및 Y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공지의 투영 장치는 다중축(multi-axis) 간섭계 시스템을 포

함한다. 미국특허 4,251,160에는 2축 시스템이 설명되어 있고, 미국특허 4,737,283에는 3축 시스템이 설명되어 있다. 도

1에서, 이러한 간섭계 시스템이 구성요소(50,51,52,53)에 의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도면은 하나의 측정축인 X

축 만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레이저와 같은 방사원(50)에 의해 방출된 빔(b4)은 빔 스플리터(51)에 의해 측정빔

(b4,m)과 기준 빔(b4,r)으로 나뉜다. 측정 빔은 기판홀더(WH)의 반사측면(54)에 도달하고, 이 측면에 의해 반사된 측정빔은

빔 스플리터에 의해, 예를 들면 "코너 큐브(corner cube)" 반사기와 같은 정지 반사기(stationary reflector)(52)에 의해

반사된 기준 빔과 조합된다. 조합된 빔의 세기는 검출기(53)로 측정되며, 이 경우 기판홀더(WH)의 X 방향 변위는 이 검출

기의 출력 신호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며, 이 홀더의 순간 위치 또한 확립될 수 있다.

도 1에 도식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단순화를 위해 하나의 신호(S53)로 나타낸 간섭계 신호 및 정렬 시스템의 신호

(S13,S13')는, 상기 신호를 기판테이블(WT)을 경유하여 XY 평면에서 기판홀더를 이동시키는 작동기(AC)용 제어신호

(SAC)로 처리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와 같은 신호처리유닛(SPU)에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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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나타낸 X 측정 축뿐만 아니라 Y 측정 축 및 가능하게는 제 3의 측정축을 포함하는 간섭계 시스템에 의해서, 정지 간

섭계 시스템에 의해 규정된 좌표계 내의 정렬마크(P1, P2 및 M1, M2)의 위치 및 상호 거리는 기판에 대한 마스크의 초기

또는 글로벌 정렬동안 정해질 수 있다. 이 간섭계 시스템은 기판테이블이 매우 정확하게 한 단계(step) 나아가도록, 즉 소

정의 거리 및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제 1 집적회로 영역 또는 필드에 한번(혹은 그 이상)의 플래쉬

(들)로 마스크패턴이 묘화된 후에, 마스크패턴과 투영렌즈 시스템 아래에 후속 집적회로 필드를 위치시키기 위해 이러한

단계가 실행되므로, 마스크패턴이 이 후속 필드에도 묘화될 수 있다. 이들 단계 및 묘화 동작은 모든 집적회로 필드에 마스

크패턴 이미지가 제공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전사장치는 스테퍼(stepper)로 지칭된다.

한편으로는 집적회로 필드의 표면 단위당 더 많은 전자 부품에 대한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집적회로 필드에 대한

요구에 기인하여, 투영 렌즈 시스템의 분해능과 이미지 필드에 대해 더 엄격한 요구 조건이 부가된다. 이러한 기술적으로

양립되는 요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미 스텝 앤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장치에 있어서, 스테퍼에서

와 같은 스텝핑 이동(stepping movements)이 수행되지만, 마스크패턴을 집적회로 필드에 묘화할 때 마스크패턴의 작은

부분만이 집적회로 필드의 대응 서브필드 상에 묘화된다. 집적회로 영역의 연속되는 서브필드 상에 마스크패턴의 연속적

인 부분을 묘화함으로써, 집적회로 필드 위에서 전체 마스크패턴의 이미지가 얻어진다. 이를 위해, 마스크패턴의 위치에서

예를 들면, 직사각형 또는 원호형의 작은 조명 스폿을 형성하는 투영 빔으로 마스크패턴이 조명되며, 기판테이블은 투영

렌즈 시스템 및 투영 빔에 대하여 주사방향인 소정방향으로 이동되는 한편, 마스크 테이블은 이와 같거나 반대방향으로 이

동되며, 기판테이블의 속도는 마스크테이블의 M배 이다. M은 마스크패턴이 묘화되는 배율이다. 마스크와 기판은 항상 정

확한 상호위치를 갖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판의 속도(Vsub)가 항상 마스크의 속도(VMA)의 M배와 항상 동일

하게 하는 마스크 및 기판 이동의 매우 정확한 동기화로서 실현될 수 있다.

Vsub = MㆍVMA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스텝 앤 스캐너는 기판 간섭계 시스템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위치 및 이동을 정

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도 포함해야 한다. 나중에 언급된 시스템의 측정 미러는 바람직하게 마스크홀

더에 고정된다.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은 도 1에서 기판 간섭계 시스템의 구성요소(50, 51, 52, 53 및 54)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60, 61, 62, 63 및 64)로서 나타내었다. 도 1에서 단순화를 위해 하나의 신호(S63)로 표현된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 신호는 신호처리 유닛(SPU)에 적용되고, 여기에서 이들 신호는 기판 간섭계 시스템의 대응신호와 비교된다. 이 후

에, 마스크 및 기판이 상호 정확한 위치를 갖는지 여부 및/또는 동시에 이동하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판용 및 마스크용의 간섭계 시스템 양자는 3개의 측정 축을 가지면 충분하

다. 하지만, 기판 간섭계 시스템은 바람직하게 5개의 측정 축을 갖는다. EP-A 0 498 499에 개시된 바와 같이, X, Y 및

φZ,W 뿐 아니라 φX,W 및 φy,W , 즉 X 축 및 Y 축에 대한 기판의 경사 역시도 측정될 수 있다. 5축 간섭계 시스템으로 구성

될 수 있는 이러한 간섭계 유닛의 다른 실시예가 EP-A 0 498 499에 개시되어 있다. 마스크에 대해서도 X 축 및 Y 축에 대

한 경사를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5축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X 축 및 Y 축에 대한 마스크의

경사를 측정하기 위해 용량형 센서와 같은 다른 센서를 구비하는 3축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을 결합하는 것도 대안적으로

가능하다.

투영 스테이션에서 기판이 조명가능하게 되기 전에, 투영 시스템에 대하여 기판의 Z 방향에서 높이가 우선 측정되고, 마스

크패턴이 기판 위로 항상 선명하게 묘화되도록 가능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공지의 투영 장치에 있어서, 광학 초점 에러 검

출 디바이스가 이러한 높이 측정을 위해 사용되며, 이 디바이스는 투영 스테이션 내에 존재하고 투영 시스템에 고정된다.

이 검출 디바이스는 US-A 4,356,392에 개시되어 있다.

더우기, 기판의 국부적인 경사가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지의 장치에서는 투영 스테이션에 존재하는 초점

및 레벨 디바이스가 사용된다. 이러한 디바이스는 US-A 5,191,200에 개시되어 있다. 이 디바이스의 구성요소들이, 투영

시스템 역시 강성적으로 고정되는 측정 프레임의 부분을 형성하는 플레이트에 배열되므로, 초점 및 레벨 디바이스는 투영

시스템에 강성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투영 시스템의 이미지 평면 및 기판홀더 표면 사이에 접속이 형성된다.

투영 시스템이 소정의 자유 작업 거리, 즉 기판 표면과 이 시스템의 최종 구성요소 사이의 거리를 갖는 방식으로 설계되도

록, 초점 및 레벨 디바이스의 사용에는 소정 공간이 요구된다. 한편, 초점 및 레벨 디바이스로 측정하는 중에, 소위 가장자

리 다이(edge-dies), 즉 기판의 가장자리에 위치된 기판필드의 측정 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개별적인 기판필드 상

의 측정은, 투영 스테이션이 기판의 실제적인 조명에 사용될 수 없는 일정량의 시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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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필드의 Z 위치 및 경사가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고, 이 측정이 주로 투영 스테이션 외부에서 실행된다면, 이러한 문제

점들은 방지될 수 있다. 마스크패턴에 대하여 기판필드를 정렬하기 위해 이미 제안된 것과 유사하게, 이러한 목적으로 투

영장치는 Z 측정 스테이션 및 제 2의, 혹은 그 이상의 기판홀더(들)로 확장될 수 있다.

도 2는, 2개의 기판홀더 및 Z 측정 스테이션을 구비하는 이러한 확장된 광전사 투영장치의 기계적 구성요소를 모식적으로

나타낸다. 이 장치는, 수직인 Z 방향에서 볼 때, 위치결정 디바이스(103), 마스크홀더(107), 및 방사원(109)이 제공된 조명

유닛(108)을 연속적으로 포함하는 프레임(101)을 포함한다. 위치결정 디바이스(103)는 제 1 기판홀더(111) 및 이와 동일

한 제 2 기판홀더(113)를 포함한다. 투영렌즈 홀더(105)는 마스크홀더와 기판홀더 사이에 존재한다. 기판홀더(111 및

113)는, Z 방향에 직각으로 연장되고 제 1 기판(120) 및 제 2 기판(121)이 각각 배열되는 제 1 및 제 2 지지면(117 및

119)을 포함한다. 제 1 및 제 2 기판홀더(111 및 113)는, 위치결정 디바이스(103)의 제 1 변위 유닛(123) 및 제 2 변위 유

닛(125)에 의해, Z 방향에 수직한 X 방향에 평행한 제 1 방향 및 Z 방향과 X 방향에 수직한 Y 방향에 평행한 제 2 방향으

로 프레임(101)에 대하여 각각 이동 가능하다. 마스크홀더(107)는, Z 방향에 직각으로 연장되고 그 위에 마스크(129)가

배열될 수 있는 지지면(127)을 갖는다.

조명되어야 할 기판들은 장치 내에 들어 있는 매거진(magazine)에 배열된다. 이 매거진으로부터, 이송기구에 의해 기판이

연속적으로 장치 내로 유입된다. 도 2에 도시되지 않은 상기 매거진 및 이송기구는 그 자체로 공지되어 있다. Z 측정 스테

이션은 도 2에서 역시 프레임(101)에 고정된 측정 유닛(133)으로 표현되어 있다. 도 2에 나타낸 장치의 상태에 있어서, 제

1 기판홀더(111)는 투영 스테이션에 존재하고, 제 1 기판(120)은 조명 유닛(108)에 의해 방출된 방사선으로 마스크(129)

를 통하여 조명되고 홀더(105)내에 존재하는 투영 시스템에 의해 집속된다. 이 투영 시스템의 광축(131) 만이 도시되어 있

다. 제 2 기판홀더는 측정 스테이션에 존재한다.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기판필드의 높이 및 위치는 이 스테이션에서

결정되고, 제 2 기판홀더(113) 상의 기준 평면 높이와 관련된다. 기판의 조명이 완료된 후, 위치결정 디바이스에 의해 제 1

기판홀더(111)는 투영 스테이션으로부터 측정 스테이션으로 변위된다. 이 스테이션으로부터, 제 1 기판(120)은 상기 이송

기구에 의해 상기 매거진으로 이동된다. 동시에, 제 2 기판홀더는 위치결정 디바이스(103)에 의해 측정 스테이션으로부터

투영 스테이션으로 이동된다. 측정 스테이션에서 기판필드의 이상적인 높이 및 위치가 이미 기판홀더 기준 평면의 높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판홀더 기준 평면의 높이만 측정되면 되고, 필요한 경우, 투영 스테이션에서 보정된다. 이 측정 및

보정은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이다. 더 어렵고 시간소모적인 기판필드의 높이 및 위치의 측정이 측

정 스테이션에서 수행되고, 그 순간에 투영 스테이션에 존재하는 기판의 조명과 시간 병행적(time-parallel)이므로, 시간

의 최대주기 동안 투영 스테이션이 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단위 시간당 많은 수의 기판이 조명될 수 있다.

2개의 기판홀더 및 테이블을 구비하는 광전사 장치의 원리 및 장점은 특히, EP-A 0 687 957 및 JP-A 57-183031의 영문

요약서에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장치의 실시예도 나타내고 있다.

도 3은 기판필드의 높이 및 위치를 측정하는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다. 본 도에서, 도 2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성요소는 동일한 참조번호로 표시하였다. 도면의 우측 부분은 도면에 도시된 순간에 제 2 기판(121)을 구비하

는 제 2 기판홀더(113)를 수용하는 측정 스테이션(133)을 나타낸다. 도면의 좌측 부분은 제 1 기판(120)을 구비하는 제 1

기판홀더(111)를 수용하는 투영 스테이션의 작은 부분을 나타낸다. 화살표(140)는 투영장치 내에서 기판이 어떻게 이동하

는지를 보여준다. 측정 스테이션(133)은 모식적으로만 나타낸 제 1 높이센서(150)를 포함하고, 이는 다양한 공지의 방법

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 높이 센서는 예를 들면, 용량형, 공기압형 또는 광학적 높이센서일 수 있다. 도 4는 광학 높이센서

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4에서, 구성요소(190)는 예를 들면, 측정 빔(b3)을 공급하는 다이오드 레이저(diode laser)와 같은 방사원이다. 이 빔은

빔 스플리터(191)를 통과하고 반사 프리즘(192)에 의해 매우 작은 각(α)으로 기판에 입사하여 기판(121)의 표면에서 반사

된다. 기판 표면에 의해 반사된 빔은 프리즘(193)에 의해 역반사기(194)로 반사된다. 역반사기는, 프리즘(193), 기판 표면

및 프리즘(192)상에의 반사를 거쳐 빔(b3')과 동일한 경로를 한번 더 횡단하도록 이 빔 자체를 반사한다. 빔 스플리터(195)

와 반사 프리즘은 측정 빔을 방사선 감지 검출 시스템(196)으로 반사한다. 이 시스템은 예를 들면, 방사선 감지 검출기 또

는 2개의 개별적인 검출기로 이루어진다. 빔(b3')에 의해 이 시스템 상에 형성된 방사선 스폿의 위치는, 측정 빔이 입사하

는 기판 표면부의 높이에 의존적이다. 이러한 광학 높이 센서에 관한 광범위한 서술이 기재된 US-A 4,356,392에서는 이

러한 높이 센서를 초점 에러 검출 디바이스라 칭한다.

감광층이 제공된 기판에 대한 측정에 특히 적당한 높이 센서는, 감광층 상에 비스듬하게 입사하지만 넓은 파장대역을 갖는

측정 빔과 함께 작동되는 형태이다. 측정 빔의 광대역 특성에 기인하여, 기판의 조립층 및 감광층 상에서의 다중반사로 인

해 빔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interferences)이 평균에 다다르게 되어(average out), 높이 측정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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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충분히 정확한 측정 신호를 얻기 위해, 측정 빔의 경로는 방사원과 기판 사이의 제 1 격자, 및 이 기판과 검출 시스템

사이의 제 2 격자를 통합한다. 제 1 격자는 감광층 상의 반사를 거쳐 제 2 격자에 묘화되고, 제 1 격자의 이미지가 제 2 격

자와 일치하는 정도는 감광층의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높이 센서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이 기개된 US-A

5,191,200에서는 이러한 높이 센서의 다른 실시예를 초점 검출 시스템으로 설명한다.

도 3에서 높이 센서(150)는 항상 기판(121)의 작은 영역만을 측정한다. 높이측정 동안, 기판(121)을 구비하는 기판홀더

(113)는 화살표(152, 153)로 예시된 바와 같이 높이 센서 아래에서 X 및 Y 방향으로 이동되어, 기판 상의 여러 지점에서

이 기판의 부분적인 높이가 측정된다. 이렇게 얻어진 측정치는 각 기판필드에 대해 이상적인 높이 및 위치가 계산될 수 있

는 공지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측정 스테이션(133)은 기판홀더 기준평면(170)의 높이를 측정하며, 모식적으로만 나

타낸 제 2 높이 센서(160)를 포함한다. 이 측정은 기판의 높이 측정과 동일한 횟수로 동시에 실행된다. 그리고 나서, 상기

2개의 높이 센서의 측정치는 상호 관련될 수 있고, 관련 기판필드의 이상적인 높이 및 위치와 관련 기준평면(170)의 높이

가 각 기판필드에 대해 계산될 수 있다. 제 2 높이 센서의 다양한 실시예 역시 가능하다. 이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 높

이 센서는 바람직하게 간섭계로서 구현되고, 기준평면은 이 기판홀더의 경사진 반사면이며, 이 면은 간섭계용 Z 측정 미러

로 작용한다. 이 면은 높이 센서(150)에 결합(couple)된 플레이트(174) 상에 배열된 Z 반사기(175)로 간섭계 측정 빔

(165)을 반사한다. Z 반사기는 측정 빔을 간섭계로 다시 반사시키고, 기판홀더의 높이가 측정되는 기준을 형성한다.

기판(121) 및 기판홀더(113) 상에서 높이가 측정되는 동안, 기판(120)은 투영 스테이션에서 조명된다. 이러한 높이 측정

및 조명이 실행된 후에, 기판홀더(111)는 투영 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되고, 기판(120)이 이 홀더로부터 제거되고, 이 홀더

에 새 기판이 제공되며, 그리고 나서 측정이 행해지는 측정 스테이션(150)에 위치된다. 그동안, 기판 및 기판홀더(113)는

측정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되고 투영 스테이션에 위치된다. 투영스테이션에서, 기판홀더는 화살표(162, 163)로 지시된

바와 같이 투영 시스템(305) 하에서 X 및 Y 방향으로 이동되어, 마스크패턴은 전체 기판필드 상에 연속적으로 투영될 수

있다. 기판필드가 조명되기 전에, 기판홀더 기준평면(172)이 측정 스테이션(150)에서 계산되고, 관련 기판필드의 이상적

인 높이와 관련된 높이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영 스테이션에는 제 3 높이 센서(180)가 제공된다.

이 높이센서로부터의 신호는 기판홀더 지지표면의 높이와 관련 기판필드의 높이 및 위치를 보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러한 목적으로, 이 신호는 예를 들면, 기판홀더에 존재하는 Z 작동기에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높이 센서(180)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높이 센서 역시 바람직하게 Z 간섭계이다.

이 간섭계 측정 빔(185)은, Z 측정 미러로 작용하는 기판 지지체 기준평면(172)에 의한 Z 측정 미러(172)를 경유하여, 이

빔을 간섭계로 다시 반사하는 Z 반사기(186)로 반사되는데, Z 반사기(186)는 투영 시스템(305)에 고정된 플레이트(184)

상에 배열된다.

Z 간섭계를 기판홀더용 높이 계측기(height meter)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이 계측기가 기판 및 기판필드의 X 및 Y

위치측정용 투영 스테이션에 이미 존재하는 X 및 Y 간섭계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점이다. 스플리팅 미러 및 Z 검출기와

같은 약간의 추가적 구성요소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EP-A 0 498 499에 설명된 시스템과 같은 공지의 간섭계 시스템이 X

및 Y 측정 빔뿐 아니라 적어도 Z 측정 빔도 공급하고 처리할 수 있다.

기판 및 개별 기판필드의 높이측정과 동시에, 본 발명에 따른 Z 측정의 실행에 요구되는 기판의 위치 및 기판필드 위치를

측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이 필드의 높이는, Z 측정 스테이션에서 복합 XYZ 간섭계 시스템을 또한 이용하여 그 순간에

측정된다. 조명되기 직전의 기판필드를 투영 시스템 아래로 가져오고, 정확한 높이에 위치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투

영 스테이션에서 복합 간섭계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복합 간섭계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Z 측정은, 한편으로는 XY 측

정, 및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이 기판 및 기판필드의 X 및 Y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기판 및 기판필드의 높이 또는 Z 위치가 알려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판 및 기판필드의 Z 위치

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기판 및 기판필드의 X 및 Y 위치가 알려져야 한다. 복합 간섭계는 X 및 Y 위치와 Z위치

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므로, 최적의 신속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투영 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측정 스테이션에서 복합 간섭계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다른 상당한 장점은 X 및 Y 방향

에서 기판 및 기판필드의 정렬을 위한 절차의 일부가 측정 스테이션에서도 실행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스크패턴에 대하여

기판을 정렬하기 위하여 이 기판과 마스크에는 대개 정렬마크가 제공되고, 개별 기판필드를 정렬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판

필드에는 별도의 정렬마크가 제공된다. 정렬의 정도는 기판 정렬 마크와 마스크 정렬 마크를 상호 묘화하고, 하나의 정렬

마크가 다른 정렬 마크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출함으로써 결정된다. 바람직하게는 간섭계 시스템인

위치측정 시스템이 기판의 변위를 측정하고 좌표계에서 기판필드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기판홀더에도

하나 이상의 정렬 마크를 제공하고, 측정 스테이션에 존재하는 기준 정렬 마크에 대하여 기판정렬 마크 및 기판홀더 정렬

마크를 측정 스테이션에서 정렬함으로써, 개개의 기판정렬 마크 및 기판홀더 정렬 마크 사이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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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나서,투영 시스템의 마스크 정렬 마크에 대하여 기판홀더 정렬 마크를 정렬하기만 하면 된다. 기판필드 마크의 정렬

이 더 시간소모적인 것임에 반해, 이는 짧은 시간을 요하는 상당히 간단한 공정이다. 후자의 공정이 측정 스테이션에서 발

생하고 다른 기판의 조명과 시간병행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정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인지된 바와 같이, 최신 방법의 수행에 사용되는 XYZ 간섭계 시스템은 그의 측정 빔이 Z 측정 미러 위를 향하는 최소 하나

의 Z 측정 축으로 연장된 조건하에서 원칙적으로 EP-A 0 498 499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공지된 바와 같이, 간섭계는 측정이 실행되어야 하는 대상물에 고정된 측정 미러 위를 향하고 그에 의해 반사되는 측정 빔

뿐만 아니라, 정지된 기준 미러 위를 향하고 그에 의해 반사되는 기준 빔도 포함한다. 복합 XYZ 간섭계 시스템에 있어서,

X 및 Y 기준 미러는 EP-A 0 498 499에서 설명된 간섭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간섭계 유닛에 배열될 수 있다. Z 측정 용의

기준 미러 역시 이러한 유닛에 배열될 수 있다. 하지만, Z 기준 미러는 바람직하게 도 5에 예시된 바와 같이 X 또는 Y 측정

미러로 형성된다.

본 도면에서, 투영 스테이션의 기판 간섭계 시스템과 관련되는 Z 기준 빔은 bz,1r 로 표시된다. 이 빔은 간섭계 유닛(200)으

로부터 나오고, 이 간섭계유닛은 2개의 X 측정 축(MAX,1 및 MAX,2)에 부가하여 기판홀더(WH)의 상부면에 가능한 근접

하여 위치되는 측정 축인 Z 측정 축(MAX,7)도 포함한다. Z 측정 미러(260)는, 투영 시스템의 홀더(LH)에 강성적으로 고

정되고 큰 도량형 프레임(metrology frame)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플레이트(263) 상에 배열된 Z 반사기(264)로 측정 축

(MAX,7)의 Z 측정 빔을 반사한다. Z 반사기는, 다시 측정 빔을 간섭계 유닛(200)으로 반사시키는 Z 측정 미러(260)로 Z

측정빔을 반사시킨다. 이 유닛은 Z 측정 빔용의 개별 검출기를 수용한다. 기타의 신호와 더불어, 이 검출기의 출력신호는 Z

측정 신호로 처리될 수 있다.

도 5에서 Z 측정 미러(260)는 X 및 Y 측정 빔이 전파되는 평면인 XY 평면에 45°각도로 배열된다. 원리적으로, Z 측정 미

러는 XY 평면에 대해 다른 예각으로도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Z 측정 빔이 Z 반사기(264)를 전후로 동일한 경로를 횡단

하고, 그로 인해 Z 측정 미러가 최소 폭을 가질 수 있으므로 45°각도가 바람직하다.

간섭계 시스템의 본 실시예에 있어서, Z 측정 빔은, 기판홀더의 상부 면에 근접한, 따라서 기판에 근접한 위치에서 Z 측정

미러 상에 충돌하고, 기판의 가능한 경사는 Z 측정 신호에 대해 무시할만한 영향을 갖는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Z 측정용 기준 미러로서 X 측정 미러가 사용된다. 이 미러에 의해 반사된 기준 빔(bz,1r)은 Z 위치

정보뿐 아니라 X 위치 정보도 포함하고, 이 기준 빔과 Z 측정 빔의 Z 검출기 상에서의 조합은 이 검출기의 출력신호가 순수

한 Z 위치 신호로서 나타나게 한다. 따라서, 광학 미분이 실행된다. Z 측정용 기준 미러로서 X 측정 미러(261)를 사용하는

대신, 간섭계 유닛(200)에 Z 측정용 기준 미러를 배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Z 검출기에 의해 공급된 신호는 순

수한 Z 위치 정보가 아닌 X 위치 정보와 혼합된 신호인 Z 위치 정보를 함유한다. 순수한 Z 위치 신호를 얻기 위해, X 위치

정보는 검출기 신호로부터 제거되어야 하므로 이 신호로부터 감산되어야 한다. 즉, 전자 미분이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전

사장치에 바람직한 경우인 기판홀더가 높은 속도 및 가속도로 이동되어야 하는 경우, 간섭계 시스템과 관련된 전자회로가

측정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는 제한적인 인자일 수 있다. 광학 미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 광학 미분, 즉 Z 측정용 기준 미러로서 X 또는 Y 측정 미러의 사용은, XYZ 간섭계 시스템의 모든 실시예에 사용

될 수 있다.

도 5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간섭계 시스템은 2개의 Z 측정이 수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 1의 Z 측정 미러(260)에 대향하는 기판홀더(WH)의 측면(265)은 경사져 있고 또한 제 2의 Z 측정 미러를 구

비한다. 이 미러는 Z 측정축(MAX,8)을 따라 연장하는 제 2의 Z 측정 빔과 결합한다. 제 2의 Z 측정 빔은 측정 미러에 의해

플레이트(263)의 하부측 상에 배열된 제 2의 Z 반사기(268)로 반사된다. 제 2의 Z 측정 빔은 Z 반사기(268)에 의해 측정

미러로 반사되고, 이는 다시 측정 빔을 측정축(MAX,8)과 관련된 검출기로 반사한다. 측정 축(MAX,7 및 MAX,8)에 의해

공급된 신호를 가산함으로써, 기판의 평균 Z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Z 위치에 대한 값은 기판홀더의 X 위치

와는 무관하다.

도 5에 나타낸 실시예로서, Y 축에 대한 기판의 경사를 지시하는 신호 역시 얻을 수 있다. 이 신호는 측정 축(MAX,7 및

MAX,8)에 의해 공급된 신호 차이에 비례한다.

도 5의 실시예에서, 추가적인 방사원이 제공되고 제 2의 Z 검출기를 수용하는 별도의 간섭계 유닛(280)이 요구된다. 도 6

은 추가적인 간섭계 유닛이 요구되지 않는 간섭계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측정 축(MAX,8)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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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빔은 제 2의 Z 검출기도 포함하는 간섭계 유닛(200)에 의해 공급된다. 기판과 투영 렌즈 사이의 공간을 횡단하는 측정

축(MAX,8)용 측정 빔은 2개의 반사면(271 및 272)을 구비하는 루프 반사기(270)에 의해 Z 측정 미러(265)로 반사된다.

이 미러(265)는 다시 측정 빔을 측정미러(265)로 반사하는 Z 반사기(268)로 측정빔을 반사한다. 이 후에 이 빔은 검출기

유닛(200)에 대한 역경로를 횡단한다. 이 유닛에서, 전술한 제 2 검출기가 측정 빔을 받는다.

Z 측정 미러(260 및 265)는 도 5 및 6의 도면의 평면에 수직한 Y 방향으로 기판홀더의 길이를 통과하여 연장된다. 전사장

치가 스텝 앤 스캐너이면, Y 방향은 스캐닝 길이를 통과하여 Z 측정이 실행될 수 있는 스캐닝 방향이다.

원리적으로, Z 측정 미러의 폭은 이 미러의 영역에서 Z 측정 빔 단면의 직경과 대등하거나, 혹은 이 빔이 Z 반사기의 경로

를 2회 횡단한다면 약간 크게된다. 이는 이 폭이 제한될 수 있고, Z 측정 미러의 표면이 작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작은 총 표면에 기인하여, 측정 미러는 실제로 소망하는 표면 정확도로 제조될 수 있다.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영렌즈 시스템(PL)의 주축(AA') 및 Z 반사기(268)의 단부 사이에는 소정 거리(f)가 존재한다.

이 거리는 예를 들면, 70㎜ 정도이다. Z 측정이 기판홀더(WH)의 말단 X 위치에서도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판의 말

단 우측부는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명되고, 축(AA')과 측정 미러(265) 사이의 거리(h)는 적어도 그 위치에 대한 거리

(f)와 동등해야 한다. 이는, Z 측정을 목적으로 X 방향에서 기판홀더의 폭이 소정치로 증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측정 축

(MAX,8)을 경유하는 Z 측정에 부가하여 측정 축(MAX,7)을 경유하는 Z 측정도 실행된다면, 기판홀더의 폭 또한 이 값의 2

배로 증가되어야 한다. Z 측정 미러(들) 및 X 및 Y 측정 미러가 그의 측면 상에 배열될 수 있도록, 기판홀더 역시 소정 높이

를 가지므로, X 방향에서의 큰 치수는 홀더의 중량을 상당히 증가시키게 된다. 홀더에 대해 요구되는 구동력 및 안정성 요

건으로 인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Z 측정 미러는 바람직하게 경사진 측면을 갖는 바 형상의 구성요소 상에 배

열되고, 이 구성요소는 기판홀더에 강성적으로 접속된다.

도 7은 2개의 Z 측정 미러(293 및 294)가 바 형상의 구성요소(291, 292) 상에 배열된 간섭계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나타

낸다. 이제, 측정 미러에 대한 소요 폭 역시 이 미러의 영역에서 측정 빔 단면의 직경과 동등하거나 약간 크므로, 바 형상 구

성요소의 Z 방향에서의 치수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설명된 Z 측정의 수행에 적당하도록 기판홀더에 부가되는 추가 중

량이 제한된다.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개의 Z 측정 미러는 기판홀더의 하부에 배열된다. 따라서, 간섭계 유닛(200)과

관련된 X 측정 축은 기판홀더의 상부면 가까이에 위치될 수 있어, 이들 측정 축에 대한 아베 에러(Abbe errors)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한편, 기판홀더 측면의 최대 부분 및 투영 시스템과 기판홀더 사이의 최대 공간은, 전술한 측정 외의 본 발

명과 무관한 측정의 수행에 유용될 수 있다.

도 7은 또한 투영 빔(PB)을 나타낸다. 스텝 앤 스캐닝 전사장치의 경우, 이 빔은 기판의 영역에서 장방형, 예를 들면 그의

길이방향이 X 방향에 평행한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을 가진다. 기판 필드상에 마스크패턴의 개개의 이미지위로, 이 빔은 투

영 빔 및 투영렌즈 시스템에 대하여 Y 방향으로 마스크와 기판을 이동시킴으로써 기판을 가로질러 Y 방향으로 이동된다.

본 출원인의 명의로 최근 출원되고, 본 특허 출원에 앞서 혹은 동시에 공개된 EP 97203771.7(PHQ 97.010)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구현을 위한 것 이외의 응용을 위해 Z 측정 축이 구비된 복합 간섭계 시스템의 다양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복

수의 X 및/또는 Y 측정 축을 구비하는 간섭계 시스템의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실행에도 역시 사용될 수 있

다. X와 Y 위치 및 Z 축에 대한 회전뿐 아니라 X 축과 Y 축에 대한 기판의 경사 또한 측정할 수 있으므로, 간섭계 시스템은,

적어도 Z 측정 축뿐 아니라 최소 5개의 다른 X 및 Y 측정축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이전 특허 출원의 내용이 본

출원에 참조인용되기 때문에, 상기 간섭계 시스템의 실시예의 구조적인 상세를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Z 반사기 및 Z 측정 미러로부터 복귀하는 Z 측정 빔의 경로는, 이 Z 측정 미러 및 이 빔이 관련되는 간섭계 사이에서, 이 측

정 빔을 Z 측정 미러 및 Z 반사기로 다시 반사시키는 역반사기와 결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Z 측정 미러 및 Z 반사기 상

에 측정 빔의 별도의 반사가 발생하여, 이 측정 빔의 경로에 존재하는 미러의 가능한 경사가 발생하는 경우 측정 빔의 원래

방향이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Z 측정 신호 상의 빔 이반의 영향은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Z 측정 빔의 경

로에 역반사기가 구비된 간섭계 시스템의 실시예 또한 전술한 이전 특허출원에 개시되어 있다.

전사장치용 복합 간섭계 시스템에 대해 요구되는 정확도의 관점에서, 온도, 공기압, 습도 등과 같은 주변 파라미터의 변화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변화는 간섭계 빔이 전파되는 매체의 굴절율 변동(variation)를 유발한다. 이러한 변동은 매

체의 교란(turbulence)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이들 변동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 이들이 보정가능하도록 정지 반사

기와 결합하는 별도의 측정 축인 기준 측정 축이 간섭계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다. 기준 축의 측정 빔은 일정한 기하학적

경로 길이를 횡단한다. 하지만, 횡단되는 매체의 기하학적 경로 길이 및 굴절율의 산물인 광학 경로 길이는 굴절율의 변동

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변동은 기준 축 측정 빔과 관련 기준빔에 의해 횡단된 경로 길이들 사이의 차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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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 이 차이는 기준 측정 축과 관련되는 간섭계 유닛내의 별도의 기준 검출기에 의해 측정된다. 이 검출기의 출력 신

호는 다른 측정 축을 경유하여 주변 파라미터의 변동 또는 교란에 기인하는 굴절율 변동에 대해 얻은 정보를 보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굴절율 변이는 간섭계 빔이 전파되는 매체 내에서 동일한 경로를 횡단하는 상당히 다른, 예를 들면, 인자 2만큼의 다른

(different by a factor of two) 파장을 갖는 2개의 측정 빔에 의해 측정될 수도 있다. 빔에 대한 굴절율이 이 빔의 파장에

의존하므로, 빔에 대한 동등한 기하학적 경로 길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빔에 대한 광학 경로 길이가 달라, 이들 빔은 검출기

에 도착할 때 위상차(phase difference)를 갖는다. 굴절율 변동의 경우, 이 위상차의 변동도 존재하므로, 굴절율 변동를 나

타내는 신호가 얻어진다.

집적회로 영역이 조명되는 동안 기판에 대해 높은 피드스루 율(feed-through rate)을 갖는 전사장치에서 마스크와 기판이

상호 관련하여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위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판홀더 및 마스크홀더용 작동기의 힘이 기판홀

더용 간섭계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스텝 앤 스캐너의 경우에는 마스크홀더용 간섭계 시스템에 전해지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측정 미러를 제외한 간섭계 시스템(들)의 구성요소는 투영 시스템도 강성적으로 고정되는 견고한 프레임

내에 배열될 수 있수 있는데, 이 프레임은 장치의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격리되어 동적으로 현가된다. 간섭계 구성요소는

이제 요동(disturbance)없이 투영 시스템에 강성적으로 접속된다. 도량형 프레임(metrology frame)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상기 프레임은 장치에서 진동 없이 또는 격리되어 동적으로 현가되며, 그 안에 존재하는 간섭계 구성요소의 위치는 기판테

이블 및 마스크테이블에 대한 구동력과 같은 외력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도 8은 도량형 프레임이 제공된 스텝 앤 스캐닝 광학 전사장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장치는 기판용 간섭계 시스

템(ISW)뿐 아니라, 마스크의 X 및 Y 변위를 측정하는 간섭계 시스템(ISM)도 포함한다. 이들 간섭계 시스템 및 투영 시스

템(PL)이 도량형 프레임(MF)에 배열되므로, 이들 시스템은 상호 관련하여 강성적으로 고정되고, 투영 시스템에 의해 형성

된 마스크패턴의 이미지는 간섭계 시스템과 접속된다.

기판 간섭계 시스템의 측정 미러(290 및 293) 및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의 측정 미러(297)는 각각 기판홀더(WH) 및 마스

크홀더(MH)의 부분이므로, 기판 및 마스크는 그 위에서 강성적으로 고정되고, 기판 및 마스크의 이동은 이들 시스템으로

직접 측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 및 형성된 마스크패턴 이미지는, Z 축을 따르는 기판 및 마스크의 상호 위치 조정을 위

한 작동기와 같은 장치의 다른 구성품의 이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X 및 Y 방향으로 마스크 및 기판을 변위시키는 작동기중 작동기 프레임(AF)의 부분을 형성하는 X 작동기(XAw 및 XAr)만

이 도 8에서 로드(rod)로 예시되었다.

모식적으로 나타낸 동적 분리장치(isolator)(SU1, SU2, SU3 및 SU4)에 의해 도량형 프레임이 작동기 프레임에 현가되어,

이 프레임이 장치의 나머지로부터 동적으로 분리(decouple)된다. 마스크테이블(MT) 및 기판테이블(WT)은 작동기 프레

임에 배열된다. 3개의 Z 작동기를 갖는 기판테이블중 2개(ZAW,1 및 ZAW,2)가 예시되었고, 이로써 세 작동기의 동일한 에

너지 공급(energization)에 의해 기판의 Z 위치가 조정될 수 있고, 세 작동기의 동일한 에너지 공급(energization)에 의해

기판의 경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은 마스크테이블에 3개의 Z 작동기가 제공된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마스크에

대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들중 2개(ZAr,1 및 ZAr,2)를 나타내었다.

투영렌즈 홀더의 하부에 강성적으로 고정된 플레이트(263)는 도량형 프레임에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플레이트

의 반사 하부측(264)은 간섭계 시스템(ISW)의 Z 측정 축용 Z 반사기를 구성한다.

도량형 프레임 및 작동기 프레임을 구비하는 도 8에 나타낸 구조는 본 발명에 따른 Z 측정이 실행되는 스텝핑 형태의 전사

장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다.

도량형 프레임에 대하여 강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이 부과되어야 하고, 이 프레임의 재료는 온도 팽창 계수가

매우 작아야 한다. 하지만, 기판 간섭계 시스템 및 가능하게는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의 X 및 Y 측정 축용 기준 미러가 투영

렌즈 시스템(PL)의 홀더 또는 도량형 플레이트(263) 상에 고정된다면, 이들 요건이 경감될 수 있다. 간섭계 시스템 및 투

영렌즈 시스템은 이제 광학적으로 접속되어 상호 이동이 더 이상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플레이트 (263) 아래에 2개

의 기준 미러(298 및 299)를 구비하는 이러한 설비가 도 8에 예시되어 있다. 기준 빔은 기판 간섭계 시스템으로부터 반사

기(도시되지 않음)를 경유하여 이들 기준 미러로 안내될 수 있다.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준 미러는 투영렌즈

시스템의 홀더에 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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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 프레임이 없는 전사투영장치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점을 얻기 위해 기판 간섭계 시스템 및 가능하게 마스크 간섭계

시스템의 X 및 Y 기준 미러가 투영렌즈 시스템의 홀더에 고정될 수 있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기준 미러가 투영

렌즈 시스템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고, Z 측정 축 없이 다중 축 간섭계 시스템이 제공된 광전사 투영장치가 PCT WO 97/

33205에 그 자체로 개시되어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실행에 적합한 전사장치의 소정 실시예에서, 투영 스테이션 및 측정 스테이션에서 수행된

간섭계 측정의 실측도이다. 본 도면은 X 측정 미러(R1, R'1), Y 측정 미러(R2, R'2) 및 Z 측정 미러(R3,1, R3,2, R'3,1, R'3,2)

를 구비하는 2개의 기판홀더(111, 113)를 나타낸다. 도 9의 중심부는 XY 평면에서 취한 단면이고, 상부는 XZ 평면에서 취

한 단면이며, 그리고 좌측부는 YZ 평면에서 취한 단면이다. 참조번호 300 및 310은 조명 스테이션 및 정렬 스테이션의 측

정 영역을 나타낸다. 각각의 측정 축은 2개의 문자와 1개의 숫자로 표시된다. 첫번째 문자는 관련 측정 축으로 수행되는 측

정의 방향(X, Y 또는 Z)을 나타내고, 숫자는 이 방향에서 측정 축의 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두번째 문자는 측정이 정렬 스

테이션(M) 혹은 조명 스테이션(E)에서 발생하는지를 나타낸다. 도 9의 실시예에서, X 방향 및 Y 방향의 양 방향에서 3개

의 측정 축을 따라 측정이 실행되며, 2개의 Z 측정이 실행된다. 간섭계 유닛(330)은 투영 스테이션에서 Y 측정용으로 사용

된다. 투영 스테이션 및 측정 스테이션용의 대응 간섭계 유닛은 동일한 참조번호로 지시되나, 측정 스테이션에서는 간섭계

유닛용 참조번호가 프라임 표시된다.

전사장치에서, 2개의 기판테이블 및 관련 홀더가 측정 스테이션으로부터 투영 스테이션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이동되도

록, 이러한 이동중에 2개의 기판테이블은 공통 회전 아암에 고정될 수 있고, 따라서 기판을 공통의 회전을 통해 측정 스테

이션 또는 투영 스테이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스테이션으로부터의 그리고 스테이션으로의 이러한 이동을 수행하

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기판테이블이 XY 평면에서 직진 이동(rectilinear movement)을 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구동된

다. 도 10은 이 경우 투영 스테이션(300) 및 측정 스테이션(310)에 대하여 기판홀더(111 및 113) 및 관련 테이블(도시되

지 않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본 도에서,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4개의 다른 스테이션이 SIT1, SIT2, SIT3

및 SIT4로 표시되었다. SIT1에서, 측정 스테이션(310)에 존재하는 기판홀더(113) 및 이 홀더에 존재하는 기판이 측정되

는 동안, 투영 스테이션(300)에 존재하는 기판홀더(111) 및 이 홀더에 존재하는 기판이 조명된다. 조명공정 및 측정공정이

완료되면, SIT2에서 2개의 기판홀더는 관련 스테이션을 떠난다. 2개의 기판홀더는 상호 통과하고, SIT3에서는 기판홀더

(111)는 측정 스테이션(310)으로 가는 중이며, 기판홀더(113)는 투영 스테이션(300)으로 가는 중에 있다. SIT4에서, 제 1

기판이 제거된 후에 새로운 기판이 제공된 기판홀더(111)가 이 기판 상에서 측정이 수행되도록 측정 스테이션(310)에 위

치하는 동안, 기판홀더(113)는 이 홀더에 존재하는 기판이 조명될 수 있도록 투영 스테이션(300)에 위치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집적회로 구조체의 제조를 위한 광전사장치를 참조하여 기판 필드의 높이 및 위치를 측정하는 최신의 방법이 설명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집적 또는 평면 광학 시스템, 자기 영역 메모리의 유도 및 검출 패턴용 구조체, 또는 액정 표시 패널의 구

조체와 같은 기타 구조체의 제조를 위한 광전사 장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판 위로 마스크패턴을 축소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묘화하는데 있어서 이온 방사선, 전자 방사선 또는 X 선 방사선와 같은 광학 반사 이외에 방사선이 사용되

는 기타의 전사장치에도 역시 사용가능하다. 상기 이미지는 투영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근접 이미지

(proximity image)일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투영 빔과 투영 시스템에 의하여 방사선감광층이 제공된 기판의 복수의 필드 상에 마스크 패턴을 투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갖는 기판홀더를 상기 투영 빔 내부 및 상기 투영시스템 아래로 유도하기에 앞서, 각 기판 필드에 대하여:

- 상기 투영 빔의 축에 평행한 방향에서 높이를 측정하는 단계;

- 상기 기판홀더의 기준 평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단계;

- 상기 기판홀더의 기준 평면의 높이 및 상기 기판 필드의 높이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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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관계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에 의하여 기판의 표면 프로파일이 결정되며,

상기 기판을 갖는 상기 기판홀더를 각 기판 필드 조명용 투영 빔 내부로 유도한 후에는, 상기 필드의 높이가 상기 기판홀더

의 상기 기준 평면의 높이를 점검하는 단계에 의하여 조정되고,

각각의 기판필드의 상기 높이측정에 있어서,

상기 필드 및 제 1 높이 센서는 투영 빔의 축에 직각인 평면에서 서로에 대하여 이동하며, 제 2 높이 센서는 기판 지지체 기

준평면의 높이 측정에 사용되고, 관련 기판필드의 이상적인 높이와 연관된 상기 기판 지지체 기준평면의 높이는 이후에 계

산되고 저장되어, 상기 기판이 상기 투영 빔내로 유도된 후에, 각 기판필드에 대한 상기 높이의 값만이 제 3 높이 센서에 의

해 점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각 기판필드에 대하여 상기 기판필드의 높이 및 상기 기판홀더 기준평면의 높이가 동시에 측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

영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구비하는 상기 기판홀더가 상기 투영 빔 내로 유도되기 전후에, 그리고 상기 기판홀더 기준 평면의 높이를 측

정할 때, 상기 기판의 위치는 또한 X축 및 Y축을 따라 측정되며, X축 및 Y축은 3축 직교 좌표계의 축이고, Z축은 상기 투영

빔의 축에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구비한 상기 기판홀더를 상기 투영 빔내로 유도하기 전에, 각 기판필드에 대한 관계가 상기 기판필드와 결합

된 정렬마크 및 상기 기판홀더 상의 최소 하나의 기준 마크 사이에서 결정되고,

상기 기판을 구비한 상기 기판홀더를 상기 투영 빔내로 유도한 후에는, 상기 관계를 이용하는 한편 마스크 상의 대응 마크

에 대하여 상기 기준 마크를 정렬함으로써 각각의 기판필드가 조명되기 전에 정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방법.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방법을 이용하는 전사기술로 제조된 생산물.

청구항 6.

제 1항에 따른 방법의 수행에 적당한 전사투영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판홀더 위에 배열된 복수의 기판필드에 마스크패턴을 투영하는 투영 스테이션, 및 상기 기판홀더 기준평면의 높이

와 각 기판필드의 높이를 측정하는 측정 스테이션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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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를 통과하는 상기 기판의 경로는 상기 측정 스테이션을 통하여 상기 투영 스테이션으로 연장되고,

상기 측정 스테이션은 상기 기판필드 및 상기 기판홀더 기준평면의 높이를 각각 측정하는 제 1 및 제 제 2 높이센서를 수용

하고, 상기 투영 스테이션은 상기 기판홀더 기준평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제 3 높이센서를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사투영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스테이션은 광학 정렬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광학 정렬시스템은 상기 기판 필드와 관련된 정렬 마크를 묘화하는 구성요소 및 상기 정렬 시스템 내에서 기준 마크

상에 최소 하나의 기판홀더 정렬 마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8.

제 6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3개의 높이 센서는 광학 높이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및 제 3 높이센서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기판의 X 및 Y 변위와 위치를 측정하는 별도의 복합 XYZ 간섭계 시스템

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간섭계로 결정되는 상기 기판 변위의 수와 적어도 동등한 수의 X 및 Y 측정 축을 가지며,

상기 측정 축은 상기 기판홀더 상에 배열된 X 및 Y 측정미러와 관련되고,

상기 간섭계 시스템은 XY 평면에 예각으로 상기 기판홀더 상에 배열된 Z 측정미러와 관련되는 Z 측정 축을 더 구비하며,

상기 Z 측정 축과 상기 Z 측정 미러는 Z 반사기 및 Z 검출기와 함께 상기 높이센서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특징으로 하

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계 시스템용 Z 측정 미러는 상기 XY 평면에 대해 거의 45°각도로 상기 기판홀더 상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11.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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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간섭계 시스템용 Z 측정 미러가 상기 X 또는 Y 측정 미러의 경사부 (beveled portion)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12.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계 시스템용 Z 측정 미러는, 상기 X 또는 Y 측정 미러도 역시 배열되는 상기 기판홀더의 측면 상에 배열된 경사

진 바(beveled bar)로 구성되고,

상기 바는, Z 방향으로 상기 측면의 작은 부분만을 통하여 그리고 거기에 수직방향으로 상기 측면의 전체에 걸쳐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계 시스템용 Z 측정 미러는 상기 기판으로부터 떨어져 상기 기판홀더의 부분 상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14.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Z 측정 빔과 관련된 기준 빔을 위한 기준 미러는, 상기 Z 측정 미러도 배열되는 상기 기판홀더의 상기 측면 상에 배열되는

상기 X 또는 Y 측정 미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15.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Z 측정 빔의 경로는, 상기 Z 측정 미러에 의해 반사되어 상기 Z 검출기를 향하는 Z 측정 빔의 상기 미러 상에서의 또

다른 반사를 위해 상기 측정 미러로 반사시키는 역반사기(retroreflector)와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16.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계 시스템은 Z 측정 축에 부가하여 적어도 5개의 다른 측정 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17.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계 시스템은 파장이 다른 두 측정 빔이 그를 따라 전파되는 측정 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등록특허 10-0632427

- 18 -



청구항 18.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미러들을 제외하고, 상기 Z 반사기 뿐만아니라 상기 투영 스테이션-간섭계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상기 투영

시스템 역시 강성적으로 고정되는 견고한 프레임에 배열되고, 상기 프레임은 상기 장치의 기타 구성요소로부터 격리되어

동적으로 현가되는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투영장치.

청구항 19.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X 및 Y 측정 빔과 관련된 기준 빔용의 기준 미러가 상기 투영 시스템의 홀더 상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

투영장치.

청구항 20.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상기 투영 빔 내로 유도하기에 앞서 다수인 기판필드의 표면 프로파일을 결정할 경우, 연속적으로 검사된 필

드가 서로에 대하여 배치되는 순서에 의해 한정된 대로의 일정경로(route)를 따르고,

그 후에 상기 기판이 상기 투영 빔 내 및 상기 투영 시스템 하로 유도된 때에는 상기 필드가 조명되는 동안 동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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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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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632427

- 21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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