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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패턴을 포토마스크, 디스플레이 패널 또는 마이크로옵티칼 (microoptical)장치과 같이 방사에 민감한 제품

에 인쇄하기 위한 장치에 관계된 것이다. 상기 장치는 방사 소스(source)와 다수의 변조 엘리먼트(픽셀들)를 가진 광 

변조기(SLM)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구동 신호를 상기 변조기에 공급하는 전자 데이타 처리 및 전달 시스템, 

상기 제품을 이동시키기 위한 정밀 기계 시스템 및 제품의 이동과 상기 변조기에의 신호의 공급, 그리고 상기 방사의 

강도를 조절하여 상기 패턴이 부분적인 패턴의 시퀀스에 의해 발생된 부분적인 이미지로부터 함께 스티치되도록 하

는 전자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구동 신호는 변조 엘리먼트를 2 이상의 많은 상태들로 세팅할 수 있

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기기나 디스플레이를 위한 포토마스크와 같은 감광성 표면에의 극도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패턴을 

인쇄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반도체 기기 패턴, 디스플레이 패널, 집적 광학 기기와 전자식 상호 연

결 구조의 직접적인 기록에도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은 안전 인쇄와 같은 다른 형태의 정밀 인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쇄(printing)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포토레지스트(감광수지)와 포토그래픽 에멀젼(phot

ographic emulsion)의 노광(exposure)뿐만 아니라, 빛 또는 열에 의해 활성화되는 화학 프로세스 또는 제거(ablatio

n)에 의한, 드라이 프로세스 페이퍼(dry process paper)와 같은 다른 감광 매체에서의 빛의 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의 빛은 가시광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적외선(IR)부터 극자외선(EUV)까지의 넓은 범위의

파장을 가진 빛을 의미한다. 370 nm (UV) 부터 딥 자외선(Deep Ultraviolet ; DUV)까지의 자외선, 진공 자외선(vac

uum ultraviolet ;VUV) 및 수 나노미터 길이의 파장을 가진 극 자외선 (Extreme Ultraviolet ; EUV)이 특히 중요하

다. 여기서의 극자외선은 그 파장이 100nm에서 그것의 방사가 빛으로 취급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낮은 범위 사이

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전형적인 극자외선(EUV)의 파장은 13nm이다.

다른 의미에서 본 발명은 공간광변조기(spatial light modulators, SLM)와 프로젝션 디스플레이(projection displays

) 및 그런 변조기를 이용하는 프린터의 기술과 과학에 관계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그레이 스케일 특성, 초점을 통

한 영상의 안정도(image stability through focus), 영상의 균일성(image uniformity), 아날로그 변조 기술의 의해서 

그러한 변조기를 위한 데이터 처리를 향상시킨다. 아날로그 변조기술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어드레스 그리드, 즉 패

턴의 에지 위치에 의해 특정된 증분을 갖는 포토레지스트 같은 고 휘도(high contrast)물질에 공간광변조기의 픽셀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리드 보다 훨씬 더 정교한 영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 기술에서, 마이크로 미러 타입의 마이크로미러(micromirror) 공간광변조기(SLM)의 투사를 이용하여 정밀 패턴

발생기를 만드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Nelson 1988, Kueck 1990). 패턴 발생기에서 SLM을 사용하는 것은, 더 많

이 알려진 방법인 스캐닝 레이저 스팟(scanning laser spot)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즉, S

LM은 대량의 병렬 기기이고, 초당 기록될 수 있는 픽셀의 수가 극도로 많다. SLM 조명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광학시스템 또한 더 간단하다. 반면에 레이저 스캐너에서는 모든 빔 경로가 고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한다.

몇몇 타입의 스캐너들 특히 전자 광학적(electrooptic)이고 음향 광학적(acoustooptic)인 것들에 비해서, 마이크로미

러 SLM은 순수한 반사 기기이기 때문에 더 짧은 파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위에서 인용된 두 가지 모두의 참고문헌에서는, 공간변조기는 각 픽셀에서의 온-오프 변조만을 사용한다. 입력 데이

터는 1 비트 깊이의 픽셀 맵으로 변환된다. 즉 각 픽셀에서 0 또는 1의 값을 갖는 픽셀 맵으로 변환된다. 변환은 그래

픽 처리기나 영역 채우기 명령(area fill instructions)을 가진 통상의 논리회로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다.

같은 발명자 Sandstroem(Sandstroem 등. 1990)에 의한 이전의 발명에서는, 레이져 스캐너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

에서 패턴 엘리먼트(element)의 에지의 위치를 정교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패턴 엘리먼트의 에지에서 중간 노출값을 

사용할 수 있음이 기술되었다.

바람직하게는, 비디오 이미지의 프로젝션 디스플레이와 인쇄를 위하여 픽셀이 턴온되는 시간을 변경하거나 다양한 

횟수로 픽셀이 턴온되는 횟수를 바꿔가며 동일한 픽셀을 수회 프린팅하는 방식의 SLM으로,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은 초정밀 패턴의 발생을 목적으로, 공간광변조기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그레이 스케일 발생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중요한 측면은 픽셀과 픽셀간의 이

미지의 균일성과 SLM의 픽셀에 대한 특징부의 정확한 배치의 독립성, 그리고 의도적이든 우연히든 초점이 변화된 경

우에서의 안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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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정밀한 패턴의 인쇄를 위해 향상된 패턴 발생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SLM의 픽셀들의 아날로그 변조를 제공하는 첨부된 청구항에 따른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기본적인 발명의 이해를 위해, SLM을 갖는 일반적인 투영 프린터를 나타내는 도 1을 참조한다. 반사에 기반을 둔 공

간 광변조기는 두가지 변형형태를 가진다. 편향타입(the deflection type, Nelson)과 위상타입(the phase type, Kue

ck)이다. 이 두 타입의 차이점은 마이크로미러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작아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위상 SLM(phase

SLM)은 상쇄간섭에 의해서 비추는 방향의 광선을 소멸시킨다. 그에 반해 편향 SLM(deflection SLM)의 픽셀들은, 

비추는 광선을 기하학적으로 한쪽으로 편향시켜, 도 1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이미징 렌즈의 개구를 통과하지 못하

게 된다. 본 발명에서 실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초정밀 인쇄를 위하여는 Kueck 1990에 설명된 위상 변조 시스템이 편

향타입보다 우월하다. 첫째, 위상 변조 타입은 표면의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경첩(hinge) 그리고 지지기둥들(support

posts)도 상쇄간섭에 참여하게 되어 전체적인 소멸이 달성될 수 있다. 둘째, 측방으로 빛을 편향시키는 것에 의해 역

할을 하는 시스템은, 중간의 편향 각도에서 광학적 축 주위에서 대칭이 되도록 만들기 어렵다. 이것은 초점이 변화하

면 특징부(feature)가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발생시키게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위상 타입이 사용되지만 누군

가가 편향타입이 비대칭인 경우를 받아들이거나 우회설계한다면 편향타입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도 4에 도

식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첫번째로 도 4a에 편향되지 않은 마이크로미러(401)에 빛이 비추어진다. 반사되는 빛은 개

구 (402)로 향하지 않고 따라서 빛은 기판(403)에 도달하지 않는다. 한편, 도 4b에서는 미러(mirror)가 완전히 편향

되어 모든 반사된 빛은 개구로 향하게 된다. 중간위치에서는 반사된 빛의 일부만이 하부에 도달할 것이고, 이것이 도 

4c에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빛은 렌즈(404)의 광학적 축 주위로 대칭적이지 않고, 기판에 경사입사 된다. 

이 결과 렌즈와 하부영역사이의 거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며, 점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작은 변화도 기판 위의 특징

부(feature)에 중대한 변이를 일으키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 4d-4f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첫번째 노

광은 마이크로 미러에 대한 첫번째 편향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두번째 노광은 가급적이면 같은 빛의 양으로 두번째 

편향각을 만들며, 이것은 첫번째 각에 대해서 보완적인 것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노광의 조합은 렌즈의 광학적 축에 

대해서 대칭적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또다른 방법은 도 4g와 같이 변형거울(401')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의해 반사

된 빛은 개구에 균일하게 분포되게 된다. 이 마지막 도면은 도식적으로 두가지 경우, 즉 위상타입의 SLM(이하에서 설

명됨)과 편향타입의 SLM을 나타내며, 여기서 빛은 거울의 다른 부분에서 반사된다.

위상 SLM은 소위 마이크로미러로 불리는 마이크로 가공된 거울, 또는 전자신호를 사용하여 변형이 가능한 지지 기판

상의 연속된 거울 표면을 갖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Kueck 1990에서는 정전장에 의해 제어되는 점탄성(viscoelastic

) 층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특히 수 나노미터 정도의 변형이면 충분한 매우 짧은 파장에 대해서는, 전기장에 의해 변

형되는 압전 고체 디스크 또는 전기적으로, 자기적으로 또는 열적으로 제어되는 반사 표면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LCD결정이나 전자광학적 물질에 따라 투과 또는 반사하는 SLM이나 압전 또는 전기왜곡 액츄에이션(actuation)을 

사용하는 마이크로 기계적(micromechanical) SLM과 같은, 위에서 설명되어진 것과 같은 다른 구조가 가능하나, 본

원의 이하 명세서에서는 정전적으로 제어되는 마이크로 미러 매트릭스(1차원 또는 2차원)를 가정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투사 렌즈의 눈동자(pupil)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가변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위상변조가 

변화될 수 있는 마이크로 미러를 사용한다. 도 2는 몇 개의 다중 엘리먼트(multi element) 거울들을 보여준다. 거울들

의 여러 부분들의 경사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 한 엘리먼트는 빛을 렌즈쪽으로 향하게 하고, 다른 원소는 눈동자의 

바깥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이 작용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은, 거울의 각 무한 면적 요소로부터 눈동자의 중심에 도

달하는 양의 복소수 크기(complex amplitude)를 구하고, 거울에 전체에 걸쳐 그 크기를 더하는 것이다. 거울의 형태

를 적당히 변형시키면, 빛의 복소수 크기의 합이 거의 영이고 눈동자에 빛이 도달하지 않는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이것

이 마이크로 미러의 오프 상태이다. 반면에 거울 표면이 평평하고 위상의 일치로 복소수 크기가 증가하는 완화된 상

태는 온 상태이다. 온상태와 오프상태 사이에서, 특정 방향의 빛의 양은 변형(deformation)에 대해 연속적이지만 비

선형 함수이다.

기록될 패턴은 보통 유리 기판 상의 크롬 포토마스크 패턴과 같은 이진(binary) 형태이다. 여기서 이진은 중간영역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포토마스크의 어떤 포인트는 어둡고(크롬으로 덮인 상태) 어떤 포인트는 밝다(크롬이 없는 상태

). 패턴은 SLM으로부터 투사된 이미지에 의해 포토레지스트에 노광되고 포토레지스트는 현상된다. 최근의 레지스트

는 매우 높은 콘트라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노광시 작은 양의 변화도 현상기에 있는 레지스트의 완전제거와 

전혀 제거되지 않는 상태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흐린 이미지(aerial image)가 명과

암사이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갖게 되는 경우라도, 포토레지스트는 보통 기판 표면에 거의 수직인 에지를 가지고 있

다. 크롬 에칭은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결과 이미지는 중간 영역없이 불투명 아니면 밝은 상태뿐인 완벽한

이진이다.

입력 데이타는 표면에 기록될 패턴의 기하학을 나타내는 디지탈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입력 데이타는 매우 작은 어드

레스 단위, 예를 들면 1 나노미터로 주어진다. 반면에 SLM에서 픽셀을 온 또는 오프 상태로 세팅하는 것은 더 조잡스

러운 패턴을 낳게 된다. 만일 SLM에서의 픽셀이 이미지의 0.1㎛ 픽셀에 투사되면, 선폭은 픽셀의 정수배가 된다(n * 

0.1㎛, n은 정수). 0.1㎛의 어드레스 그리드는 최근까지는 충분했으나, 소위 광학근접수정(optical proximity correct

ion; OPC)의 출현은 1-5nm의 그리드가 바람직하도록 만들었다. OPC에서 마스크가 사용되면, 마스크에 있는 특징부

들 크기가 예상되는 광학적 이미지 에러를 보상하기 위해 약간 수정된다. 예로써 0.8㎛ 선폭의 평행선들을 가진 마스

크가 최근의 4X 축소 스테퍼(반도체 웨이퍼를 위한 투사 프린터)에 인쇄되면, 선폭들은 모두 똑같은 폭을 갖도록 의

도 되었지만, 전형적인 경우에 0.187, 0.200, 0.200 그리고 0.187 ㎛ 폭으로 인쇄된다. 이것은 이미지 형성의 시뮬레

이션에 의해 예측될 수 있으며, 마스크의 사용자는 마스크에서의 보상을 위해 OPC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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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마스크의 처음과 끝의 선폭들이 0.800㎛ 대신에 4 * 0.213 = 0.852 ㎛가 되도록 원하게 된다. 0.1㎛의 어드레스

그리드로는 수정(correction)을 할 수 없다. 그러나 5 nm의 어드레스 또는 더 섬세한 어드레스로는 그러한 수정이 가

능하다.

도 5에 데이타를 SLM에 공급하는 방법이 흐름도로 나타나 있다. 첫번째 스텝 s1은 기록될 패턴에 대한 패턴 데이타

를 별개의 패턴 필드로 나누는 것이다. 패턴 데이타는 바람직하게는 디지털 형식으로 받아들여 진다. s2에서는 필드

는 래스터화(rasterised)되며, 이에 의해 다른 노광값이 할당된다. 이러한 값들은 비선형응답인 s3에서 수정되고, s4

에서 픽셀간 변화(pixel to pixel variation)가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픽셀 값은 신호를 조절하도록 변환되고 SLM으

로 보내진다.

본 발명은 가급적이면 정밀한 어드레스 그리드, 예를들면 픽셀의 크기가 1/15, 1/25, 1/50인 어드레스 그리드를 만들

어내기 위해 온 상태와 오프 상태사이의 중간값을 사용한다. 인쇄된 특징부(feature)는 온상태의 픽셀들로 구성되지

만, 에지를 따라서 픽셀들을 중간값으로 세팅되도록 한다. 이것은 온 오프 전압과 다른 전압들로 픽셀들을 구동시키

므로써 구현된다. 몇몇의 종속연결된 비선형 효과들(경계부에서의 에지 위치 대 픽셀에서의 노광, 노광 대 변형, 그리

고 변형 대 전기장)이 존재하므로, 입력 데이타에서 전기장으로의 비선형 변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 변환은 경험적으

로 통상적인 시간 간격에 따라 눈금을 정하게 된다.

도 3은 피스톤같이 상하운동하고, 이에 의해 위상차를 발생시키는 픽셀들의 배열을 보여준다. 이에 의해 위상차를 발

생하게 된다. 도 3은 픽셀들이 삽입된 곳에서 어떻게 반사력을 만들어 내는가를 보여준다. 밝은 영역은 위상이 0인 픽

셀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두운 영역은 위상이 +90도와 -90도를 오락가락하는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다. 밝고 어두운 

영역사이의 경사진 경계는 중간값의 위상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이 위상타입의 SLM으로 에지가 정교하게 위치되

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간값을 가진 다른 형태의 SLM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중간값으로 구동되는 위상 S

LM의 영상 특성은 복잡하며, 도 3에서 에지가 이동될 것인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이론적인 계

산과 발명자에 의한 실험에 의해, 설명된 효과가 실제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더 섬세한 어드레스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 처리 시스템은 픽셀 맵중의 하나가 패턴 특

징부 내부에, 또다른 픽셀 맵은 특징부 외부에, 그리고 중간 픽셀맵은 경계부에 만들어 지도록 조절된다. 경계부에서

의 중간 픽셀맵은 제품에 투사된 SLM의 픽셀의 배치보다 더 섬세한 그리드의 경계부의 배치에 따라 발생된다. SLM

과 투사 시스템은 특징부 안에 노광 레벨을 만들고, 특징부들 사이에 또다른 노광레벨을 만들며, 경계부에서는 중간 

노광 레벨을 만든다. 중간 노광 레벨은 다중의 상태에 대해 변조하는 SLM의 능력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경계의 실

제적인 배치에 대한 구동 신호(driving signal)로부터의 응답은 특성화되고 수정되어진다. 그 응답은 경험적으로 측정

되고, 측정함수 (calibrating function)가 계산되며, 데이타 처리 및 전달 시스템에 저장된다.

어드레스 해상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테이지와 SLM은 SLM의 좌표계에 평행하지 않은, 전형적으로 45도 방

향으로 노광 필드를 스티칭하도록 조절된다. 특히, 스테이지나 광학시스템의 연속적인 이동이 SLM에 평행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SLM의 좌표계로부터 45도인 방향으로 발생한다. 비직교(non-orthogonal) 좌표계의 축을 가진 SLM을 

갖는 것도 가능하며, 그 경우에 이동의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는 축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게다가, 매트릭스

자체에 있는 라인 에러의 SLM의 칼럼(column)과 로우(row)의 드라이버에서의 불완전함에 기인한 라인 에러들을 감

소시키기 위해, 스티칭 방향에, 즉 스티치된 필드의 중심 사이의 벡터 방향에, 한 각도에서 로우와 칼럼 라인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드레스 그리드의 추가적인 개량은 적어도 두개의 노광에 수정된 데이터를 오버레이(overlay)하여

결합된 노광이 하나의 노광으로는 얻을 수 없는 중간값을 갖도록 하므로써 발생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서의 프린터를 보여준다. SLM은 렌즈 눈동자에서 나온 빛을 편향시키는 마이크로 미러로 구성된

다.

도 2는 위쪽 4개의 픽셀은 오프상태이고 나머지 5개의 픽셀은 온 상태인 다수의 픽셀 설계를 보여준다.

도 3은 상하운동하므로써 위상차를 발생시키는 픽셀들의 배열을 보여준다. 이것이 위상타입의 SLM으로 에지가 정교

하게 위치될 수 있는 방식이다.

도 4는 편향 거울을 가진 SLM과 변형거울을 가진 SLM의 도식적 비교이다.

도 5는 SLM으로 전해지는 데이타를 번역하고 전달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패턴 발생기이다.

도 7은 다른 타입의 SLM에 대한 복소수의 크기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도 8은 SLM 거울의 다른 타입의 제어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실시예

위상 타입 SLM의 설계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클로버잎모양의 거울 설계는 온과 오프사이의 중간

상태를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소수 크기의 합을 편향에 대한 함수로 그려보면, 그 값이 결코 완전히 영으

로 가지는 않고 영 주위를 선회한다는 사실, 즉 변화하는 위상각을 가진 영이 아닌 최소반사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

을 알게 된다. 이것은 도식적으로 도 7의 라인(701)에 나타나 있고, 여기서 (703)은 임의의 변형값에 대한 위치를 가

리키고 φ는 관련된 위상각이다. 중간값으로 세팅된 몇몇 픽셀들의 이미지의 철저한 분석은, 가장자리 픽셀들의 위상

각의 합이 영이 아니라면 최종 이미지에서의 에지의 위치는 초점을 통하여 안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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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보여진, 반사하는 것과 유사한 회절효과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피버팅 엘리먼트 (pivoting e

lement)를 가진 새로운 타입의 픽셀들이 사용된다. 그러한 엘리먼트들의 예가 도 2e-h에 도시되어 있다. 엘리먼트들

이 피벗하게되면, 한쪽 끝은 광원으로 움직이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끝은 영에 가까운 평균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것은 도식적으로 도 7에 점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게다가 클로버잎 설계에는 내재된 스트레스(stress)의 문

제가 있다. 이 스트레스는 인가된 전기장없이도 부분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 변형은 제조과정에서의 

불완전함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재된 변형은 모든 픽셀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클로버잎 설계에서 픽셀과 픽셀

사이의 이 차이점은 반사도의 1차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피버팅 엘리먼트 (pivoting element)로부터 만들어진 픽셀의

셀들에도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2차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균일성은 프로젝트된 이미지에서 더 

우수하다.

변조 엘리먼트의 설계와 노광방법은 다르게 배치 되고/되거나, 다르게 배향된 패턴 에지에 대하여 투사 시스템의 개

구 조리개에 대칭성이 발생하도록 조절된다. 픽셀 그리드에 관계되어 다른 위치에 배치된 에지 사이에서의 본래의 비

대칭성은, 패턴과 관계되어 픽셀그리드의 다른 배치를 가진 적어도 두개의 이미지를 겹쳐놓음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편향타입의 SLM에 대해서, 대칭성은 개구 조리개에서의 강도 분포와 관계되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칭적으로 

개구 조리개의 중심에 관계된 빛을 편향시키는 변조 엘리먼트를 갖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충적인 편향을 갖는

겹쳐 놓여진 노출이 대칭성을 만들어 내도록 사용될 수 있다. 조종 가능한 편향을 가진 변조 엘리먼트로, 에지에 있는

픽셀에서의 편향과 에지사이에 일정한 기하학적 관계를 갖도록 한다. 즉 에지에 수직한 방향과 특징부의 내부로 향하

게 한다.

회절타입의 SLM으로는, 노광을 반대 위상 맵과 겹쳐 놓음으로서 대칭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복소수 크기가 SL

M의 모든 부분에서 실수이고, 픽셀들이 -1부터 1 사이의 범위의 값을 가진, 반드시 실수인 합하여진(integrated) 복

소수 크기로 설계될 수 있다면 대칭성은 유지되어 질 수 있다. 이것이 그림 2e,f,g,h에 있는 정사각형(square) 피버팅 

마이크로 미러 엘리먼트이다.

배경지역에 인쇄할 작은 음수 크기에 접근하면,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좀더 복잡한 구성에서는, 근접한

픽셀들 그룹들의 이미지를 조합하도록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징 시스템에 의해 필터링 된 후에는 바람직한 실

수 크기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대칭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어도 2겹의, 가급적이면 4겹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대칭성은 다중으로 층이 겹쳐진 노

광에 의해 본래 회전 대칭성을 갖지 않는 픽셀들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게다가 콘트롤되는 실수 크기를 가진 픽

셀 디자인 또는 노광 시퀀스가 해상도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어두운 라인은 반대 위상을 가진 영역사이에 놓여

지면 여분의 콘트라스트가 주어질 수 있고, 특징부의 에지는 특징부 내부의 근접한 픽셀들을 더 높은 양의(positive) 

크기로 구동하거나 또는 특징부 외부의 근접한 픽셀들을 음의(negative) 크기로 구동하여 향상될 수 있다.

이미지 향상

피버팅 설계에는 세번째 잇점이 있다. 즉, 클로버 잎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나, 피버팅 셀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영

을 지나 역 위상을 가진 영이 아닌 작은 반사값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기하구조를 용이하게 가질 수 있다. 더 나은 소

멸이 있으면, 오버랩되는 노광을 프린트하기가 더 자유로와 지기 때문에, 작은 음수값 (702)에 대한 디자인은 소멸에 

가까운 더 나은 선형성을 갖게 해 준다. 어두운 영역에서, 반전된 위상을 가지고 대략 5% 정도의 약한 노광으로 인쇄

를 하면 15 - 30%로 에지의 선명도(sharpness)가 증가하고, 주어진 렌즈로 더 작은 특징부 (feature)를 인쇄할 수 있

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소위 감쇄 위상천이 마스크 (attenuating phase-shifting mask)에 유사한 것

이다. 에지의 선명도을 증가시키는 관련된 방법에는, 특징부들 안쪽의 픽셀들은 더 낮은 값으로, 에지 근처의 픽셀들

은 더 높은 값으로 세팅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현재의 마스크로부터의 패턴의 투사나 Nelson과 Kueck 계열의 프로

젝터를 사용해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타입의 이미지 향상을 가져온다. 배경에 영이 아닌 음수크기를 갖게 하고, 에지

를 따라 증가된 노광을 갖게 하는 것이, 에지의 픽셀을 중간값으로 구동함에 의한 섬세한 어드레스 그리드(fine addre

ss grid)의 발생과 저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영향은 추가적이거나 적어도 계산가능하기 때문이다. 픽셀들이 인

쇄될 특징부들보다 실질적으로 작으면 모든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픽셀값의 조합이 있게 된다. 이것을 발

견하는 것은 섬세한 어드레스 그리드의 발생보다 더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발명의 일부 응용예에 따라서는

더 작은 특징부들을 인쇄하는 것은 추가적인 노력이 소요되는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다.

점탄성(viscoelastic)층 상의 연속 거울(continuous mirror)의 경우에는, 본래 평균 위상을 영으로 맞추려는 성질이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특징부들의 에지의 섬세한 위치조정을 위한 중간값들로의 구동이 연속 거울에 대해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비선형성은 마이크로 미러보다 더 작다. 그러나 이 방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최소 특징부(minimum feature)가 마이크로 미러보다 더 커야한다. 다시 말해 해상된 특징부 엘리먼트당 더 많

은 어드레스 픽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더 큰 SLM 장치와, 주어진 패턴에 대해 데이타의 양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마이크로미러가 첫번째와 두번째 실시예에서 선택되었다.

본 발명에서 회전대칭변형(rotation-symmetrical deformation)(적어도 2겹 대칭, 바람직하게는 4겹 대칭)을 가진 

픽셀이 사용되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즉, 투사된 렌즈의 눈동자에 대칭적인 조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지가 회

전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후자는 반도체 웨이퍼에 랜덤 논리회로 패턴(random logic pattern)

을 인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만일 x축과 y축에 비대칭이 있다면 x축을 따라 설계된 트랜지스터는 y축을 따라 설

계된 트랜지스터와는 다른 지연을 갖게 될 것이며 그 회로는 오작동하거나 매우 낮은 클록 스피드에서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가지 필요조건, 즉 초점에서 이미지의 불변과 x축과 y축 사이의 대칭은 광학 시스템에서 대칭성을 만

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만든다. 대칭성은 본래부터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부가적인 비대칭성의 성질로

다중노광을 사용하는것과 같이 비대칭성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중노광은 처리

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본래부터 대칭성이 있는 설계가 훨씬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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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

첫번째 바람직한 실시예로는, 2048 x 512의 SLM을 사용하는 포토마스크에 대한 딥(deep) UV 패턴 발생기를 들 수 

있다. 광원은 248nm에서 펄스화된 출력을 가진 KrF 엑시머 레이져이며, 펄스의 길이는 대량 10ns이고 반복 속도는 

500Hz이다. SLM의 표면은 빛의 90% 이상을 반사하는 알루미늄 표면으로 되어 있다. SLM은 빔 스크램블링(beam-

scrambling) 조명장치를 통한 레이져에 의해 조사되고 반사된 빛은 프로젝션 렌즈로 향해지며, 결국 감광표면으로 향

한다. 조명으로부터 입사하는 광선과 렌즈로 나가는 광선은 반투명의 빔 스플리터(beamsplitter) 미러에 의해 분리된

다. 바람직하게는 거울은 편광선택적(polarization-selective)이고 조명은 편광된 빛을 사용하며, 그 편광의 방향은 S

LM의 앞에 있는 4분의 1파장 평판에 의해 변환된다. 개구수가 많은 경우(at high NA)의 x와 y의 대칭에 대해서, 이

미지는 대칭적으로 편광되어야 하며, 빔 스플리터와 투사 렌즈사이의 두번째 4분의 1파장 평판은 원형으로(circularl

y) 편광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레이져 펄스 에너지가 허용하는 경우의 더 간단한 배열은 비편광 빔 스플리터(non-p

olarizing beamsplitter)를 사용하는 것이다. 두번째 것이 빔 스플리터를 통해 지나간 후의 4분의 1파장 평판은 여전

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빔 스플리팅 코팅의 설계를 덜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한 배열은 SLM에

서 경사입사를 사용하여 조명기로부터 투사 렌즈까지의 빔이 도 1에서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미러의 픽셀들은 20 x 20 ㎛이고, 투사 렌즈는 200배의 축소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SLM위의 픽셀은 이

미지에서 0.1 ㎛에 해당한다. 렌즈는 개구경이 0.8인 단색의 DUV 렌즈이며, 0.17 ㎛ FWHM의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point spread function)을 나타낸다. 좋은 품질로 기록될 수 있는 최소 선폭은 0.25㎛이다.

포토마스크 같은 제품은 렌즈아래에 있는 간섭계-제어 스테이지 (interferometer-controlled stage)와 플래시를 발

생하기 위한 레이져에 대한 간섭계 논리 신호에 의해 이동된다. 플래시가 생기는 것은 10 ns동안 뿐이므로 노광되는 

동안 스테이지는 움직이지 않으며, SLM의 이미지는 204.8 x 51.2 ㎛의 크기로 인쇄된다. 2㎳뒤에 스테이지가 51.2

㎛ 움직이고 새로운 플래시가 발사되면 SLM의 새로운 이미지가 처음 것과 함께 인쇄된다. 노광사이에서 데이타 입력

시스템은 새로운 이미지를 SLM에 로드(load)하였으며, 좀 더 큰 패턴은 스티치된 플래시들 (stitched flashes)로 구

성된다. 한 칼럼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스테이지는 수직방향으로 이동되고 새로운 로우가 시작된다. 첫번째 실시

예는 전형적으로 125 x 125 ㎜인 패턴들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어떤 크기의 패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

다. 이런 크기의 패턴을 기록하는 데는 50분 정도가 걸리고, 여기에 연속된 칼럼들 사이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

로 소요된다.

각 픽셀은 (영을 포함하여) 25 레벨까지 제어될 수 있고, 0.1 ㎛의 픽셀을 각 4 ㎚인 25개의 증분으로 나누어 삽입하

여 제어된다. 데이타 변환은 기하학적인 설명을 취하고, 온, 오프 또는 중간 반사로 세팅된 픽셀들을 가진 맵으로 번역

된다. 데이타 경로는 SLM에 초당 2048 * 512 * 500 워드의 데이타를 공급해야만 하며, 실제 응용에서는 초당 524 

Mbyte의 픽셀 데이타를 공급해야만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기록가능한 영역은 최대 230 x 230 ㎜ 이며 한 칼

럼에 최대 230/0.0512 = 4500 플래시가 허용된다. 칼럼이 기록되는 데는 4500/500 = 9 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 

칼럼에 필요한 픽셀 데이타의 양은 9x524 = 4800 Mb 이다. 전송되고 버퍼링되는 데이타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Sandstroem 등.(1990)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압축된 포맷이 사용된다. 그러나 길이와 값에 있어서 세그먼트 대신에 

픽셀맵이 압축된다는 점이 다르다. 가능한 또다른 방법은 즉시 픽셀맵을 만들어 내고 전송 및 버퍼링되는 데이타의 

양을 줄이기 위한 압축 및 압축풀기를 위해 상용화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압축을 해도 전체 마스크에서의 

데이타의 양은 예비 분쇄된 (pre-fractured) 데이타를 디스크에 저장하기에는 매우 비실용적이다. 그러나 픽셀데이

타는 사용시에 만들어져야 한다. 프로세서 어레이가 병렬형태의 이미지를 압축 포맷으로 래스터화(rasterise)시키고 

SLM에 픽셀 데이타를 피딩(feeding)하는 확장회로에 압축된 데이터를 옮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로세서는 이

미지의 다른 부분을 래스터화(rasterise)하고 확장 회로의 입력버퍼에 결과를 전송하기 전에 결과를 버퍼링한다.

두번째 바람직한 실시예

두번째 실시예에서, 레이져는 파장이 193 nm이고 펄스 주파수가 500 Hz인 ArF 엑시머 레이져이다. SLM은 20 * 20

㎛의 3072 X 1024 픽셀들을 가지고 있고 렌즈는 프로젝트된 0.06 ㎛의 픽셀을 가진 333배의 축소비를 가진 렌즈이

다. 60개의 중간값이 존재하고 어드레스 그리드는 1 nm이다.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point spread function)은 0.13 

㎛이고 최소선폭(minimum line)은 0.2㎛이다. 데이타 전송율은 초당 1572 Mbytes이고 길이가 230㎜인 한 칼럼에 

있는 데이타는 11.8Gb이다.

세번째 바람직한 실시예는 한가지 점만 제외하고 두번째 실시예와 동일하다. 다른 점은 픽셀들의 매트릭스(matrix)들

이 45도 만큼 회전되어 있고, 픽셀 그리드는 84 ㎛이며 x와 y축을 따라 위치한 0.6㎛의 투사된 픽셀을 만들어 낸다. 

레이져 는 ArF 엑시머 레이져이고, 렌즈는 240배의 축소비율을 가진 렌즈이다. 회전된 매트릭스 때문에 매트릭스안

의 픽셀의 농도는 더 낮고, 데이타 볼륨(volume)은 이전 실시예의 절반이지만 똑같은 어드레스 해상도(resolution)를

갖는다.

변화를 플래시하기 위한 레이져 플래시

엑시머 레이져는 두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을 갖는다. 그것은 플래시간 5%의 에너지 변화와 플래시간의 100 ns

의 타임 지터(gitter)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두가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보상된다. 첫번째 노광은 90% 파워

의 전체 패턴으로 만들어진다. 각각의 플래시에 대한 실제적인 플래시 에너지와 시간 위치가 기록된다(recorded). 두

번째 노광은 명목상으로 10%의 노광과 두번째 노광을 5-15%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아날로그 변조로 만들어진다. 마

찬가지로 두번째 노광에서 계획된 타임 옵셋(time offset)은 처음것의 타임 지터(gitter)를 보상해 줄 수 있다. 두번째 

노광은 첫번째 노광의 에러를 완전히 보상해 줄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새로운 타입의 에러를 발생시킬 것이다. 에러는 

전체 노광의 평균 10%정도 이므로 두가지 에러는 10의 비율정도로(by a factor of ten)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실제 응용에서 레이져는 100 ns보다 훨씬 큰 시간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광 펄스(light pulse)는 트리거 

펄스로부터의 딜레이(delay) 다음에 나타나고, 이 딜레이는 수 마이크로세컨드(microseconds)단위로 변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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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더 짧은 시간안에 딜레이는 더 안정해진다. 그러므로 딜레이는 연속적으로 측정되고 적절히 필터링된(filtered) 

마지막 딜레이 값은 다음 펄스 딜레이를 예측하고 트리거 펄스를 위치시키는데 사용된다.

스테이지의 불완전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만일 스테이지 에러가 기록되면 스테이지가 두

번째 노광에서의 보상 움직임으로 조절된다. 어떠한 측정가능한 위치 에러(placement error)도 원칙적으로 이런 방

법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수정가능하다. 두번째 노광 동안에 스테이지를 계산된 포인트들로 조절하기 위

해서는 빠른 서보(servo)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전 기술에서는 작은 스트로크와 짧은 응답시간으로 SLM을 직접 스

테이지에 탑재하고 그것을 이미지의 세밀한 포지셔닝(positioning)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똑같이 유

용한 다른 방법은 SLM과 이미지 표면사이에 광학시스템에서 압전 제어를 가진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노광 필드에 있는 데이타에, 포지션 옵셋(position offset

)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의해 이미지를 측면으로 움직일 수 있다.

두번째 노광은 가급적이면 레이져와 SLM 사이의 감쇄 필터로 행해진다. 그래서 SLM의 완전한 다이내믹 레인지(full 

dynamic range)는 명목상 노광의 0 - 15%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 25개의 중간값을 가진 경우에는 노광을 15% *

1/25 = 0.6 %의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응답은 픽셀과 픽셀사이에서 제조과정의 불완전함 때문에 약간 변화하며 또한 노화때문에 변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

는 이미지에서의 원치않는 비균질성이다. 이미지의 필요조건이 매우 높은 곳에서는 룩업 메모리에 저장된 반대 응답

성을 가진 픽셀들을 곱함에 의해서 모든 픽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각 픽셀에 대하여 두개, 세개 또는 그 이상의 항(

term)들을 가진 다항(polynominal)의 적용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SLM을 조절하는 로직의 하드웨어에서 행

해질 수 있다.

좀더 복잡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플래시와 플래시간의 변화, 플래시 타임 지터(gitter), 그리고 픽셀들 사이의 응

답에서 알려진 차이점들인 몇가지 수정과정이 두번째 수정노광(second corrective exposure)으로 조합된다. 수정과

정이 작은 한, 즉 각각에서 적은 부분만을 수정하는 한, 대략 선형으로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SLM에 적용되기 전

에 수정은 간단하게 가해진다. 그 합에 그 픽셀에서 목적하는(desired) 노광량의 값이 곱해진다.

대체적인(alternative) 조명 소스

엑시머 레이져는 파장과 레이져의 타입에 의존적인, 500 - 1000 Hz의 제한된 펄스 반복 주파수(pulse repetition fr

equency)를 갖는다. 이것은 x축과 y축 모두에 스티칭 에지(stitching edge)를 갖는 큰 필드를 만들게 된다. 두개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SLM은 훨씬 높은 prf를 가진 펄스화된 레이져, 예를들면 Q 스위칭된 업컨버티드 고상 레

이져(Q-switched upconverted solid state laser)와 SLM의 표면에 주사된 연속된 레이져 소스로 조명되며, 그리하

여 SLM의 다른 부분이 인쇄되는 동안 SLM의 한 부분은 새로운 데이타로 재로드(reload)된다.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레이져의 결합성질은 엑시머 레이져와는 다르고, 더 광범위한 빔 스크램블링과 결합 제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른 경로 길이를 가진 다중 병렬 광 경로가 필요하다. 몇몇 발명의 구현에서 플래시 램프로부터 나온 빛으로 충

분하며 광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과 좋은 코히어런스(coherence)특성을 갖는다는 것이

다.

스캐닝은 바람직하게는 음향광학이나 전기광학같은 전기광학 스캐너를 사용하는 완전한 제어에 의해 행해지고, 많은

연속된 레이져는 레이져를 펄스화하는 파워의 변동이 더 적기 때문에, 스캐닝 조명을 이용하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는 두가지 문제인 시간과 에너지에 있어서 펄스와 펄스사이의 변화의 문제가 해결된다. 게다가 연속된 레이져의 사용

은 파장의 다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고, 연속된 레이져는 펄스화된 레이져 보다는 눈에 덜 위험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

한 것은 단지 수개의 라인을 가진 매트릭스로 훨씬 높은 데이타 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캐닝은 중

요한 문제가 아니며 100 kHz의 반복율 이상이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명 빔을 스캐닝하는 것은 또한 매우 일

정한 조명을 발생하는 방법이며, 다른 방법으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몇몇 실시예에서는 플래시 램프를 조명 소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행할 수 있는 일이다.

EUV

EUV의 소스는 입자가속기, 자기 플라즈마 핀치 머신 또는 고전력 레이져 펄스로 소량의 물질을 극도로 높은 온도까

지 가열하는 것에 의한 방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느 경우든 방사되는 빛은 펄스파이다. EUV 방사는 진공중에서만 

전파하며, 반사광학에 의해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을 뿐이다. SLM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 발생기는 작은 노광 필

드와 적당한 광학 파워의 필요량을 가지고 있다. 광학 시스템의 설계는 그러므로 EUV 스테퍼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

으며, 스테퍼에서 보다 더 많은 거울을 사용하고 더 높은 NA를 사용할 수 있다. NA가 높은 렌즈는 링모양의 노광 필

드를 가질것이 기대되고, SLM의 모양을 그러한 필드에 적응시키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다. 파장이 13 nm이고 NA가 

0.25인 경우에는, 폭이 겨우 25 nm인 선들을 노광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아래 설명하는 이미지 향상을 사용하면 20 

nm이하의 선들도 노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알려진 다른 어떠한 기록 기술도 이 해결방법에 필적할 수 없으며, 동시

에 SLM의 병렬특성에 의한 기록 속도에도 필적할 수 없다.

에지 오버랩

2차원 필드는 각각의 플래시에 대해 인쇄되고, 필드는 에지끼리 함께 스티치(stitch)되기 때문에 스티칭은 매우 중요

하다. 한 필드를 단지 몇 나노미터만 움직여도 가시적(visible)이고 잠재적으로 마스크로부터 생산된 전자회로의 기능

에 해로운 패턴 에러가 에지를 따라 발생할 것이다. 원치 않는 스티칭 효과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패스(pass)들 

사이에서 스티칭 경계를 움직이면서 몇몇 패스에 똑같은 패턴을 인쇄하는 것이다. 패턴이 네번 인쇄되면 네 군데에서

스티칭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 크기는 4분의 1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중간 노광을 발생하

는 능력이 필드사이의 오버랩 밴드와 함께 사용된다. 값의 계산은 압축된 데이타를 확장하는 동안에도 가능하지만 래

스터화되는 동안 계산된다. 에지 오버랩은 스티칭 에러를 감소시키지만, 멀티 패스(multi-pass) 프린팅보다 훨씬 적

은 처리량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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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조명

첫번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SLM의 조명은 엑시머 레이져와 조명기의 눈동자 평면에 있는 원형의 자력 발광 표면

으로부터 나온것을 닮은 조명을 발생시키기 위한 파리 눈(fly-eye) 렌즈 배열같은 광 스크램블러에 의해 행해지진다.

특정 투사 시스템으로 인쇄할때의 효과를 증가시키도록 수정된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

눈동자 필터는 조명기의 눈동자 평면, 예를들어 4중극자(quadrupole) 모양 또는 고리 모양의 전달 영역에 삽입된다. 

더 복잡한 경우에는, 똑같은 필드가 여러번 프린팅된다. 이미지 평면에서의 초점, 조명 패턴, SLM에 적용된 데이타 

그리고 프로젝션광학의 눈동자(pupil) 평면에 있는 눈동자 필터같은 몇개의 파라미터들은 노광사이에서 변화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조명과 눈동자 필터의 조화된 변화에 의해 증가된 해상도가 주어질 수 있고, 눈동자가 섹터모양의 전

달영역을 가지고 있고, 조명이, 비회절 광이 섹터의 정점 근방에서 흡수 패치(patch)를 차단하도록, 할당되어 있다면, 

가장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응답의 선형화

데이타로부터 에지배치로의 전달함수의 선형화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식이 있다.

- 데이타 변환 유닛에서 비선형성의 고려, 데이타 변환 유닛에서 8비트 픽셀 값의 발생, SLM을 조절할 때와 똑같은 

해상도로 DACs를 사용함. 이것은 도식적으로 도 8a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R은 중계(relay) 신호이고, C는 각 SLM

상의 매트릭스 엘리먼트에 공급되는 커패시터이다. 상기 SLM은 점선으로 표시된다.

- 더 작은 값, 예를 들어 5비트에서 32비트까지의 값으로 디지털 값을 발생하고 그것들을 룩업테이블(Lookup Table

, LUT)에 있는 8비트 값으로 바꾸고 그 8비트 값을 DACs에 공급함.

- 하나 또는 수개의 고해상도 DACs에 의해 발생되는 DC전압을 선택하기 위해 5 비트 값과 반도체 스위치를 사용함.

이것은 도식적으로 도 8b에 나타나 있다.

각각의 경우, 상기 함수가 각각 데이터 변환 유닛, LUT 또는 DC 전압에 적용되는 때에, 평판상의 응답은 선형화되도

록, 경험적인 눈금측정 함수(empirical calibration function)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어떤 선형화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데이타 율, 요구되는 정밀도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이용가능한 

회로 기술에 달려있다. 현재는 데이타 변환 유닛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데이타 변환 유닛에서 선형화하는 것은 바람

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며, 8비트 픽셀 값을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속 DACs는 값이 비싸고 에

너지가 많이 소비되므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은 DC 전압을 사용하고 스위치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8비트 보다

훨씬 고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바람직한 패턴 발생기에 대한 설명

도 6을 참조하면, 패턴 발생기는 단일의 또는 수개의 값을 가진 픽셀 어드레싱을 갖는 SLM(601), 조명 소스(602), 조

명 빔 스크램블링 기기(603), 이미징 광 시스템(604), 정밀 배치 기판 스테이지 (605)와 그에 부속된 간섭계 위치 제

어 시스템(606), 그리고 SLM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타 핸들링 시스템(607)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합한 

기능과 작용의 편리를 위해서, 패턴발생기는 온도조절기가 달린 서라운딩 클라이밋 챔버(surrounding climate cham

ber), 기판 로딩 시스템, 스테이지 움직임의 시간조절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최적의 패턴 배치 정확도와 소프트웨어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루기 위해 트리거링하는 노광 레이져를 포함한다.

패턴 발생기에서 조명은, 엑시머 레이져 본래의 라인폭에 해당하는 대역폭 (band width)을 가지며, 248 nm 파장의 

UV 영역에 있는 10-20ns 길이의 광 플래시를 내는 KrF 엑시머 레이져로 행해진다. 기판에서 패턴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엑시머 레이져로부터의 빛은 SLM의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되고, 빛은 기판에 레이져 스페클(speckle)을 만들지

않기에 충분히 짧은 코히어런스 길이를 가지고 있다. 빔 스크램블러는 이런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빔 스크램블러는 엑시머 레이져로부터의 빔을 다른 경로길이를 가진 수개의 빔 경로(beam paths)로 나누고 그것들을

공간 결합 길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함께 더한다. 빔 스크램블러는 또한 엑시머 레이져로부터의 레이져 빔에 있는 

각 점으로부터의 빛을 분산시키는, 최상층('top-hat') 광 분산을 가능하게하는, 한 세트의 파리 눈 렌즈를 포함하는 렌

즈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빔 균일화기(homogenizer)도 갖고 있다. 이 빔 스크램블링, 균일화 그리고 코히어런스의 감

소는 모든 SLM 프린터에서 유익하다. 실제적인 환경에 따라, SLM에 침투하는 다수의 상호 결합력이 없는 광 필드를 

발생하기 위한 장치들의 조합 뿐만 아니라, 빔 스플리터와 조합기(combiner), 회절 엘리먼트, 광학 섬유, 칼레이도스

코프(kaleidoscopes), 렌즈렛 어레이 (lenslet arrays), 프리즘 또는 프리즘 어레이 또는 집적 구면을 이용한 구현(im

plementations)도 사용될 수 있다.

SLM으로부터의 빛은 중계되어 기판 스테이지 위의 기판에 비추어진다. 이것은 Kueck에 의해 설명된 실리렌(Schlier

en) 광학 시스템을 사용하여 행하게 된다. 초폭(focal width)이 f 1 인 렌즈 l 1 은 SLM으로부터 f 1 의 거리에 위치

하게 된다. 또 다른 렌즈인 초폭이 f 2 인 l 2 는 SLM으로부터 2 x f 1 + f 2 의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기판은 SLM

으로부터 2 x f 1 + 2 x f 2 의 위치에 있게 된다. SLM으로부터 2 x f 1 의 거리에는, 크기가 개구수(NA)를 결정하며

따라서 기록될 수 있는 최소 패턴 특징부 크기 (the minimum pattern feature size)를 결정하게 되는 개구(608)가 있

다. 광학 시스템에서의 불완전성과 기판의 평탄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최적의 초점 특성(focal properties)를 얻기 위

해, 50 ㎛의 위치 간격으로 다이내믹하게 (dynamically) 렌즈 l 2 를 z방향으로 위치시키는 초점 시스템(focal syste

m)도 있다. 렌즈 시스템은 또한 248nm의 조명하는 파장에 대해 수정된 파장이며, 적어도 ±1 nm의 조명광의 대역폭

허용치(tolerance)를 갖는다. 조명광은 렌즈 l 1 의 바로위에 위치한 빔스플리터(609)를 사용하는 이미징 광학 시스

템으로 반사된다. 축소율이 250, NA가 0.62이면, 패턴 특징부들을 양질의 패턴으로 0.2 ㎛까지 작은 사이즈로 노광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SLM 픽셀로부터의 32개의 그레이 레벨의 경우에, 최소 그리드 사이즈는 2nm이다.

패턴 발생기는, 간섭계 위치 제어 시스템을 가진 섬세한 포지셔닝 기판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다. 패턴 발생기는 최소 

열팽창을 위해 제로두르(zerodur)로 만들어진 이동가능한 공기 베어링 xy 테이블(605)로 구성되어 있다. 간섭계(int

erferometer) 위치 피드백 측정 시스템(606)을 갖는 서보 시스템은, 각 방향에 위치한 스테이지를 제어 한다.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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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예를들어 y방향에서는 서보 시스템은 스테이지를 고정된 위치에 있게 하고, 다른 방향, 예를 들어 x방향에서는 스

테이지는 연속된 속도로 움직인다. 간섭계 위치 측정 시스템은 x방향에서 기판 위의 SLM의 각 이미지 사이에서 일정

한 위치를 갖게 하기 위한 노광 레이져 플래시를 트리거 하기 위해 사용된다. SLM이미지의 한 열 전체가 기판에 노광

되면, 스테이지는 x 방향에서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다른 열의 SLM 이미지를 노광시키기 위해 y 방향으로는 SL

M 이미지 증가분을 이동시킨다. 이 과정은 기판 전체가 노광 될때까지 반복된다.

SLM 이미지는 x와 y방향 모두에서 많은 픽셀들과 오버랩되고, 노광 데이타 패턴은 부분적으로 오버랩 픽셀에서 그

러한 오버랩 영역을 야기하는 증가된 노광을 보상하도록 수정된다.

엑시머 레이져로에서 생긴 펄스와 펄스사이의 세기의 변화는, 패턴의 투패스 노광(two-pass exposure)에 의해 보상

되고 여기서 첫번째 노광은 명목상의 90%의 수정된 강도를 사용하여 행해진다. 첫번째 패스에서는 각 레이져 플래시

에서의 실질적인 강도가 측정되고 저장된다. 두번째 패스에서는 첫번째 패스로부터 측정된 강도값에 기초한 각각의 S

LM 이미지 노광에 대한 적합한 강도가 사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1차 크기로(by one order pf magnitude) 엑시머 레

이져에서 생긴 펄스간 강도의 변화로부터의 영향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이 명세서의 다른 곳에서, SLM의 기능성은 광범위하게 설명된다. SLM은 픽셀사이즈가 16 ㎛인 픽셀들을 2048 x 2

56개 가지고 있으며, 모든 픽셀들은 1 ㎳내에 어드레스하는 것이 가능하다. SLM은 단단하게 섬세한 스테이지(fine s

tage)에 실장된다. 이 섬세한 스테이지는 각각의 플래시 노광사이에서 10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x와 y방향으로

100 ㎛만큼 이동가능하다. SLM의 섬세한 포지셔닝은 패턴 스티칭 에러를 좀더 감소시키기위해, 기판 포지션닝 스테

이지의 위치 부정확성을 수정하는데 사용된다. x-y 포지셔닝 이외에도 기판 스테이지 좌표계에 의해 특정되는 것 이

외의 각으로 기판 위에 패턴을 노광시키기 위해 SLM 스테이지가 회전될 수 있다. 그러한 회전의 목적은 기판에 대한 

기판의 정렬 가능성과 추가적인 특징부들이 더해질 이미 존재하는 패턴을 통합하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

프 축(axis) 광학 채널 및/또는 기판 위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정열 표시에 대한 시스템 좌표를 결정하기 위한, 렌즈를

통하여 촬영하는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판을 로드(load)한 뒤에, 스테이지 위의 기판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광하는 동안에, 정렬 표시(alignment sign)의 측정된 포지션에 기초한 x 및 y 방향으로 스테이지 포

지션이 수정된다. 회전된 좌표계를 따라가기 위한 스테이지 서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또한 설명된 바와 같이 SLM 섬

세한 스테이지를 회전시켜서 회전 정렬이 만들어 진다. SLM을 회전시키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패턴의 왜곡

을 보상하기 위하여, 왜곡된 좌표계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준다.

임의의 포맷의 임의의 데이타 패턴은 패턴 래스터화기(pattern rasteriser; 610)에서, 픽셀당 32(5비트) 그레이 레벨

을 가진 압축되고 래스터화된 픽셀 맵으로 변환된다. 노광된 픽셀의 그레이 스케일 스텝은 픽셀전극에 인가된 전압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 데이타는 픽셀 선형화기(pixel linearizer; 611)에서 선형화 되어 32

개의 그레이 레벨은 각각의 연속적인 레벨에 대한 노광량에 있어서 일정한 증가량에 해당하게 된다. 이것은 픽셀 맵

으로부터의 각각의 그레이 레벨이 이전에 경험적으로 측정된 선형화 함수에 따라 DAC's로부터의 전압을 선택하는, 8

비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s ; 612)를 사용하여 행한다. DACs로부터의 아날로그 레벨의 선택에 있어서 추가

적인 옵셋(offset)은 각각의 값이 SLM 픽셀에 해당하고, 각각의 그러한 값은 해당하는 픽셀의 변칙적인 형태를 수정

하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룩업 테이블에서의 측정 값은 경험적인 측정 과정을 사용하여 발생되는데,

이 측정과정에서는 일련의 테스트 패턴들이 SLM에 보내지고 결과적인 노광된 패턴들은 각각의 픽셀 수정을 위해 측

정 및 사용된다. 이것은 픽셀 맵에서 각각의 그레이 레벨은, 모든 해당하는 SLM 픽셀이 올바른 노광량을 갖도록 픽셀

변형을 발생하는 아날로그 전압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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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토마스크, 디스플레이 패널 또는 마이크로옵티컬(microoptical) 디바이스와 같이 빛의 방사에 민감한 제품에 패턴

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EUV에서 IR사이의 파장 범위에 있는 빛을 방출하는 소스;

다수의 변조 엘리먼트들(픽셀들)을 가지며, 상기 방출에 의해 조명되도록 수정된 공간광변조기(SLM);

상기 제품에 상기 공간광변조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는 투사 시스템;

기록될 패턴의 디지털 설명을 받고, 상기 패턴을 변조기 신호로 변환하며 ,상기 변조기 신호를 상기 공간광변조기에 

공급하는 전자 데이타 처리 및 전달 시스템;

상기 제품 및/또는 서로 관련된 투사 시스템을 서로 상대적으로 위치시키는 정밀 기계 시스템; 및

상기 제품의 위치, 상기 공간광변조기에 대한 신호의 공급 및 상기 방사의 세기를 제어하여, 상기 패턴이 상기 제품에

인쇄되도록 하는 전자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며,

상기 구동 신호들과 상기 변조 엘리먼트들은 2 이상이고, 바람직하게는 3이상의 다수의 변조 상태를 발생하도록 수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변조 엘리먼트가 다음의 방사 성질 중 적어도 하나, 즉

ㆍ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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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위상

ㆍ복소수 크기

ㆍ방향

ㆍ편광

ㆍ파면의 편평도(wavefront flatness),

ㆍ주파수 중 적어도 하나를 변조하며,

방사 필드에 행해진 변조가 적어도 3가지,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4가지의 다른 상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의 상태에 대해 선택적인 필터를 가지며, 이에 의해 상기 공간 광변조기의 표면에 따른 변

조를 상기 제품에서의 강도 이미지로 번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 전압에서 상기 제품의 노광으로의 비선형 응답을 수정하기 위해서 상기 입력 패턴 설명

에서 변조기 전압으로의 변환에 보상 선형화 함수(compensating linearization function)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 선형화 함수는 이론적인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 선형화 함수는 상기 응답에 대한 경험적인 특성화에 기초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7.
제4항 내지 제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은, 현상된 은(silver) 할로겐화물 에멀젼의 광흡수 또는 제거 과

정에 의한 표면 영역당 물질량의 제거와 같이 표면 엘리먼트 노광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결과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하는 응답은 디지털 값으로 계산되며, 상기 선형화 함수는 상기 변조기 구동 전압의 발생

에 사용되는 새롭게 수정된 디지털 값을 발생시키는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

턴 발생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 전압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하는 응답은 디지털 값으로 계산되고, 상기 디지털 값은, 수개의 독립적으로 발생된 전압의

각 변조 엘리먼트를 선택하는데 사용되며, 상기 전압은 상기 선형화 함수를 포함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개의 변조 전압 신호가 하나의 변조기 엘리먼트에 공급되고, 상기 변조기 엘리먼트는 상기 

신호들의 조합에 응답하며, 이에 의해 각 신호에서 가능한 전압 값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상태로 구동되는, 즉 상기 

변조기 엘리먼트의 16개의 서로 다른 상태를 만들어 내는 네 개의 이진 신호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

생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 엘리먼트들 사이의 다른 응답에 대한 수정값(corrections)을 가진 룩업 테이블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개의 다른 변조기 엘리먼트들의 응답 함수가 측정되는 측정 과정 중에, 상기 룩업 테이블

이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변조 엘리먼트들에 대한 데이타의 다음 중 적어도 하나, 즉

ㆍ오프셋 전압

ㆍ민감도 인자

ㆍ다항(polynomial) 응답 함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저장하는 룩업 테이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엘리먼트의 수정이 상기 변조기 엘리먼트의 상기 목적하는 상태의 디지털 표현에 디지털

연산으로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엘리먼트의 수정이 아날로그 구동 신호의 아날로그 연산에 의해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17.



등록특허  10-0451026

- 11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광변조기가, 상기 변조 엘리먼트에 대한 값들의 시간-다중화된 로딩(time-multiplexed lo

ading)과 각 엘리먼트에서의 로드된 값들을 기억을 갖고 있는, 변조 엘리먼트들의 2차원적인 배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가 매트릭스-어드레스된(matrix-addressed) 능동 회로상에 만들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가 반도체 칩상에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가 액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가 점탄성(viscoelastic) 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가 마이크로 기계적(micro-mechanical) 엘리먼트들의 배열을 갖고 있고,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미러들의 배열,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피라미드같은 마이크로미러들의 배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가 반사적인(reflective)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상기 변조기가 투과적인 (transmissive)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입력 패턴이 다수의 노광 필드로 나누어지고, 상기 노광 필드들은 제품상의 다른 위치에서 노광되고,

이에 의하여 상기 노광 필드로부터의 완전한 패턴과 함께 스티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및 투사 시스템은 서로에 대한 연속 진행의 스트로크(stroke)를 만들도록 수정되어 

지고, 상기 전자 제어 시스템은, 노광 필드가 차단되지 않는 스크로크 동안에, 적어도 두개,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0

개의 노광필드가 노광되는 방식으로, 상기 이동, 상기 변조기 구동 신호의 로딩, 그리고 상기 조명을 조절하는(coordi

nate)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광원으로부터의 방사의 방출타이밍을 제어하는 타이밍 유닛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이에 의하여 상기 타이밍 유닛이, 이전 측정치에 따라 광원 방출로의 제어 신호에 대한 시간 딜레이

를 예측하고, 그것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레이져이고, 바람직하게는 엑시머 레이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30.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SLM의 변조 엘리먼트의 조명이 펄스화되고, 바람직하게는 SLM 전체의 조명이 펄스

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SLM의 변조 엘리먼트의 조명의 상기 펄스 길이(전체 폭이 최대치의 절반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는, 제품에 투사된 세 개의 픽셀에 해당하는 거리를 진행하는 시간보다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32.
제1항에 있어서, SLM의 적어도 한개의 변조 엘리먼트의 조명은 연속이고 주사되며 바람직하게는 SLM 전체의 조명

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에 대한 상기 디지털 설명은 기호화된(symbolic) 포맷, 즉 벡터 또는 알고리즘 포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34.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및/또는 광학 시스템은, 30 ㎛ 보다 작은 특징부 및/또는 3 ㎛ 보다 더 나은 크기 정

확도를 가진 마이크로리소그래픽 패턴을 만들어 내도록 수정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3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은 포토레지스트, 포토폴리머, 또는 포토그래픽 에멀젼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청구항 3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이 제거, 포토리프랙티브(photorefractive) 효과, 상기 제품 성분의 포토미케니컬(photom

echanical) 변경, 또는 열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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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데이타 처리 시스템이 실시간 패턴 변환에 대한 병렬 처리기의 배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발생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등록특허  10-0451026

- 13 -

도면2c

도면2d

도면2e

도면2f

도면2g

도면2h



등록특허  10-0451026

- 14 -

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4c



등록특허  10-0451026

- 15 -

도면4d

도면4e

도면4f

도면4g



등록특허  10-0451026

- 16 -

도면5



등록특허  10-0451026

- 17 -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451026

- 18 -

도면8a

도면8b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2c
	도면2d
	도면2e
	도면2f
	도면2g
	도면2h
	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도면4f
	도면4g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a
	도면8b



